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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

발의,

□ 소관부처

:

2013.5.9

추미애 의원 대표

(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정은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의 심의만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한 법령위반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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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

발의,

□ 소관부처

:

2013.5.13

한기호 의원 대표

(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사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불법정보가
,

유통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허위불법정보의 처벌근거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전쟁 및 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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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3.

5.15

국회제출)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현행법 제

83

조제3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
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으로는 전기
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순수
재량사항임.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을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통신자료제공이 강제되고 있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한편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의 균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경우에도

○ 또한

,

법원의 통제가 필요함.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어 수사
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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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검사 수사관서의 장
,

,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의 ‘통신자료요청자’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
자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

통신자료요청자가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

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인 개인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83조제7항).

○

통신자료요청자가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인 개인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7조제8호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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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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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

발의,

□ 소관부처

:

2013.5.

22

김장실 의원 대표

(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최근 이용자가 작성·게시한 사진 등 게시물 둥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망자의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유족들이 고인을
,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 미니

·

홈피 등의 승계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두기는 하나 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마다 약관이 다르며 재산적 가치 및 승계여부 보다 이용자가 사망한
점에 중점을 두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이에 이용자가 생전에 올린 게시물 및 그의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디지털유산
으로 인정하여 그 소유 및 관리권한을 상속인으로 하여금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아이템

,

·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디지털유산이라 하고, 그 소유 및 관리권한의 승계에 관한 규정과 제3자의
이의제기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11제1항).

○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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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44조의11제2항).

○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11제3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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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5

(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2013.5.

28

국회

제출)

□ 소관부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

: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육필
서명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방은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타방이 일방적으로 전자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은 계약 자유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한미

○ 또한 공개키 기반구조

(Public

Key

FTA

제15.4조와도 조화되기 어려움.

Infrastructure)

에 기반한 공인인증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신뢰 체계와 분리되어 국가 단위로 운용될 경우 인터넷
상에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국지적 인증제도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 전체를 고립시키고, 국내

IT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음.

○ 따라서 당사자가 그들의 거래에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를 존중하면 충분하며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 인증기관들의 국제 시장 진출 및 국제

·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을 국내뿐 아니라

·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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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

전자서명’과

‘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음(안 제3조).

○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4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4조제3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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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5.

□ 소관부처

:

30

(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13.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에 대
,

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을 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
설중심의 대책에 그치고 있어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 등 데
이터중심의 관리대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이에 침해사고에 대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복구를 위하여 관리대책에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3항제2호).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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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독일, 사회민주당(S PD ), 소비자정보 및 환경정보를 포함한 정보자유
1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2013.5.14)

□ 개관
○ 독일 사회민주당
은
「소비자정보 및 환경정보를 포함한 정보자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SPD,

(

약칭

: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schlands)

정보자유 및 투명성 법률안 )을 발의했다.

1)

2013.5.14

이 법률안은 최근 정보

공개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모범적 법률로 평가받고 있는 함부르크주의
투명성법률

2)

과 함부르크시의 오픈 데이터 포털 을 모델로 하고 있다.
3)

□ 입법배경
○ 정보의 투명성 기능
(

)

정보의 투명성은 민주적 사회, 법치국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투명성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권을 강화, 국가의 원활한 계획
수립에 기여하며 또한 국가의 전횡을 막고 조작과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시장정보(Marktwirtschaft)에 접근하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

정보공개법률의 산재) 그 동안 독일에서는

(

가지 영역에서 정보공개 법률들

4

이 서로 연관성 없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분야로는

1)

2)

3)

a)

일반적인 정보공개

이 법률안은 기존의 정보자유법(우리의 정보공개 관련법에 해당)을 개정하여 소비자정보와 환경정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함부르크주의 투명성법률은 기존의 정보공개법을 폐기하고 여러 민주적 시민단체, 국제 투명성 기구, 카오스
컴퓨터 클럽 등의 시민발의로 법률안이 제정되어 2012.6.13 발효되었다. http://www.transparenzgesetz.de/
http://daten.hambu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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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역,

b)

특유한 분야의 정보접근법 영역

4)

,

c)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전문법(Fachgesetz) 영역(생활필수품 및 사료법,
제조물안전법 등),

d)

절차참가자(행정절차법, 사회보장법 등)와 절차의 직

접 당사자가 가지는 서류열람 및 정보요청권(연방정보보호법, 각종 정보기
관법 등) 영역이 그것이다.

○

(

통일적 정보법률 마련) 본 법률안을 통하여 현대적인 형태로 시의 적절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한 한 고도의 투명성을 확보하
는 통일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위함이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
○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제 조
(

1

)

제1조 ① 이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적인 의견 형성을 촉진하고 국가 행위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시장경제의 요소인 소비자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a) 소비의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의 관점에서 시장을 투명하게 형성하고 이를 통하
여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b) 이 법률을 집행하는 연방 및 주의 관할 관청의 활동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와 관청의
운영 통제의 결과를 확보하고,
c) 건강에 유해하거나 그 밖에 불확실한 생산품, 소비제품, 서비스로부터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을 거래함에 있어서 기망(사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3. 정보제공의무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러한 환경정보의
처리를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② 이 법률의 부록에 언급된 법률들의 적용범위에서 이러한 직무와 활동을 수행하는 한, 이
법률은 연방, 연방의 공법상 법인, 州의 정보제공의무기관에 적용된다. 이 법률의 부록에
언급된 법률들에 의한 직무들이 州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 정보 공개 청구와 이에 대한 접근 제 조
(

3

)

제3조 ① 누구나 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법률상의 이익을 설명하지 않고도 정보공

4)

이러한 특유한 분야의 정보접근법의 예로는 연방 및 주의 환경정보법(Die
자정보법(Der Verbraucherinformationsgesetz,VI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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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의무기관이 처리하는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청구권을 가지며 제11조에 언급한 정보
의 공개를 요청할 청구권도 가진다. 공법상의 법인도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권을
가진다. 그 밖에 정보 접근에 관한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접근은 정보의 제공이나 서류열람의 승인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
보접근의 특정한 방법이 요청된 경우에는 이것은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만 다른 방식으
로 행해질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유로는 특히 행정비용이 명확히 높은 경우이다.
청구인의 정보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특히 제10조의 유포의 방식
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의무기관은 이러한 정보접근의 방식을 알려줄 수 있
다. 본 법률이 규정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 청구인의 청구시점을 고려하여 늦어도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접근되어야 한다.
기간은 정보의무기관에 청구함으로써 시작되고,
1. 1개월의 경과로 또는
2. 제3자의 청문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포괄적이고 복잡하여 제1호의 기간이 준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경과로 종료된다.

○ 청구 및 절차 제 조
(

4

)

제4조 ① 정보는 청구에 의해서 정보제공 의무기관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구는 어떠한 정보에 접근을 원하는지가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청구가 너무 불특정
한 경우에는 이것이 청구인에게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통지되어 청구를 명확
히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신청인이 청구를 명확히 하도록 한 요청을 준수한 경우에
는 청구에 답변할 기간의 경과는 새로 시작된다. 정보의무기관에서 정보검색이 지원되
어야 하고 청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지원되어야 한다.
③ 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없는 정보의무기관에 청구가 제출된 경우 당해 기관은 요청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전달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통지한
다.
④ 제3조 제2항의 정보접근의 요청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2개월의 기
간 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청구인은 2개월의 효력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하여 늦어도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과 동
시에 통지를 받아야 한다.

○ 청구의 거부

(

제5조)

제5조 ① 청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7조와 제8조에 의해서 거부되었을 때, 청구인은 2개
월 내에 이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정보접근이 다른 방식으
로 허가되거나 청구인이 다른 방식으로 정보접근을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도 거부에 해
당한다. 청구인은 거부 사유를 통지받아야 한다. 제7조 제2항 제4호의 열거되어 있는 자
료의 준비 기관 및 완성 예상 시점도 통지되어야 한다.
② 청구가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그 거부는 서면에 의한다.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거부는 전자적 형태로 통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③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한 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와 관련이 없는 정보에는 접근
이 가능하고,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선별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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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구가 전체 또는 일부 거부된 경우 청구인은 결정에 대한 권리보호가능성 및 어느 기
관에 그리고 어떤 기간 내에 권리보호를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지를 지도받아야 한다.

○ 권리보호 제 조
(

6

)

제6조 ① 이 법률에 의한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 공익을 위한 거부사유 제 조
(

7

)

제7조 ① 정보의 공개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청구는 거부되어야
하며, 다만 공개의 이익이 더 크지 않아야 한다.
1. 국제적인 관계, 연방방위군의 군사적 또는 그 밖의 안전에 민감한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요한 보호이익.
2. 정보의무기관의 자문의 기밀성.
3. 진행 중인 재판절차, 공정한 절차의 요청, 진행 중인 범죄수사, 질서위범행위 수사.
4. 환경의 상태와 이의 구성요소 또는 보호재.
5. 외부의 금융통제 업무 또는
6. 불법적인 대외경제거래로부터의 보호조치.
방사능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2호와 제4호에 언급한 이유를 제시하여 거부될 수 없
고,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5호와 제6호에 언급한 이류를 제시하여 거부될 수 없다.
정보의무를 지지 않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인하는 외부의 금융통제 정보에 대해서는 정
보접근을 요청할 수 없고, 보안심사법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환경정보와 관련이 없는 한
정보기관 및 관청 그리고 그 밖의 연방기관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없다. 공공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대한 정보접근의 요청은 그들의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활동에
해당하고 환경정보와 관련이 없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②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개의 공익이 더 크지 않는 한 청구는 거
부된다.
1. 명확하게 남용되어 청구된 경우.
2.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기관에 청구되고, 이것이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전달될 수 없
는 경우.
3. 곧 완성될 자료의 접근이 문서의 형태로 완성되지 않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처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청구가 너무 불명확하여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의무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
정한 기간 내에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보가 법률규정을 통해서 또는 일반적인 행정규정을 통해서 기밀사안의 실질적 조직적
보호를 위해서 규정된 비밀유지의무 또는 기밀보호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직업상
비밀 또는 특별한 공무상 비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거부된다.

○ 그 밖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되는 경우 제 조
(

8

)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공개의 공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청구는 거부된다.
1.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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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경우.
2. 정보의 접근을 통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 특히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3. 공개를 통하여 기업비밀 및 영업 비밀에 접근되는 경우.
청구인의 정보의 이익이 직무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 또는 제3자의 위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될 정보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방사능에 관한 환경 정
보에 대한 접근은 제1호와 제3호에 언급된 이유를 근거로 거부될 수 없다. 제1문 제1호
내지 제3호를 통하여 보호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한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는 청문을 받아
야 한다. 전달될 정보가 기업비밀 및 영업비밀로 표시되어 있는 한, 정보의무기관은 일반
적으로 제1문 제3호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보의무기관이 이를 요청하
는 경우 가능한 한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기업 및 영업 비밀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의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은 기업 및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
1. 연방 및 주법에 의해서 관할 기관이 예외로 인정한 정보, 소비자의 건강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생산품, 소비제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 감독기관의 감시조치, 관청이 자체 실
시한 분석 및 연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청이 실시한 활동이나 조치에 관한 정보.
2. 각 생산물 또는 소비제품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태화(Gefaehrdung) 또는 위험
(Risiko)이 나타나고 불확실한 학문적인 인식을 근거로 또는 그 밖의 이유를 근거로 불
확성이 허용된 기간 내에 밝혀질 수 없는 경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이 신체
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와 생산물, 소지자제품, 서비스 등의 제작 및 판매, 출
처 등에 관한 정보.
3. 공무상의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획득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정보 등.
생산물 또는 소비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인의 성명, 제작자, 대리인, 수입자의 성
명과 주소, 거래관계, 생산물 또는 소비제품의 상세한 기술과 설명 및 배달과 운영체인의
구성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사인인 제3자가 법적인 의무가 없거나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없음에도 그리고 이
의 공개가 제3자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이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
게 접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공개의 공익이 우세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능에
관한 정보는 제1문의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

○ 정보 접근의 지원 제 조
(

9

)

제9조 ① 정보의무기관은 자신들이 처리하는 정보에 접근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의무기관은 자신들이 처리하는 정보가 전자적
통신을 수단으로 호출될 수 있는 전자적 데이터뱅크나 그 밖의 형태로 저장되도록 한다.
② 정보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예를 통하여 정보의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
1. 정보담당자 또는 정보제공부서의 설치.
2. 처분 가능한 정보의 목록 공개.
3.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와 데이터뱅크의 설치.
4. 기관의 주무 관할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③ 정보의무기관은 가능한 한 자신에 의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통합한 모든 정보들이 현
재의 상태에서 정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 일반 공중에의 통지 제
(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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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 정보의무기관은 적정한 범위에서 일반 공중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지한다.
② 정보의무기관은 법규명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생활필수품이나 사료의 표기 그리고 이
들의 기업을 표시하여 일반 공중에게 생산품에 관하여 통지한다. 생활필수품이나 사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의 성명이나 기업 그리고 유통한 자도 표기하여 통지한다.
③ 일반 공중은 제2항에 언급한 방식으로 생산품, 소비제품, 서비스의 경우 특히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1. 연방 및 주법에 의해서 관할 기관이 예외로 인정한 정보 및 소비자의 건강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생산품, 소비자제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 중 소비자에 관한 정보.
2. 인정된 한계치, 허용된 최대량을 언제 넘어섰는지.
3. 생산품, 소비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충분한 혐의
가 존재하는지.
4.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있는 규
정을 위반한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5. 소비자를 기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있는 규정을 중대할 정도로 위
반한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6. 생산품, 소비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안정과 건강에 위태로움을 주는지 또는 주었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학문적인 인식을 근거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허용된 기간을 넘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7. 건강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거래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④ 정보의 유포는 일반 공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하고 쉽게 접근될 수 있는 형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적 통신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2문은 정
보가 이미 전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한, 이 법률의 발효 이전에 해당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공중에게 통지를 하도록 한 요청은 공개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해 놓음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⑥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주는 사안이나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사례의 경우에는 정
보의무기관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일방공중
이 이러한 위협에 따른 손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직접 그리고
지체 없이 유포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 활동의 결과든지 자연적인 원인이든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다수의 정보의무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처리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7조, 제8조, 제9조는 준용한다.
⑧ 제10조의 직무 수행은 특정한 공공 행정기관이나 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정보의무기관의 공개의무 제
(

11

조)

제11조 ① 정보의무기관은 정보등록법 제2조 제5항을 적용하여 제7조와 제8조의 유보 하
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여 일반 공중에게 통지한다.
1. 연방정부 결정문.
2.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하는 통지 및 원조.
3. 법률안의 초안 및 법규명령의 초안
4. 단체 청문회에 대한 입장표명
5. EU의 법률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표명
6. 생존배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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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안, 업무분장, 행동강령
8. 전 지구적 지침, 전문가 지시서, 행정규정
9. 공식 통계 및 활동보고서
10. 감정서 및 연구서.
12. 지리정보
13. 보조금 및 기부금 지금
14. 연방이 참가하는 중요 기업정보. 여기에는 매년 보상과 부담이 설명되어야 함.
15. 국제조약, EU가 공포하는 법률 및 연방의 법규명령
16. 정치적 구상 및 계획, 프로그램
17. 연구프로그램
18. 법률규정의 전환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
19. 본 법률이 정한 소비자정보
20. 활동의 감시로 수집한 데이터나 이들의 종합
21.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결정과 환경합의.
22. 환경영향평가.
② 제2조 제1항에 의한 정보의무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유보 하에 또한 다음을 공개한다.
1. 연방의 비경제적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받는 경우 공개의 공익이 있는 계약.
2. 직무명령 및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과 비교할 수 있는 공익에 관한
모든 정보.

○ 보고서 공개 제
(

12

조)

제12조 연방정부는 정기적으로 4년을 넘지 않게 간격을 두어 연방영역의 환경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7호를
고려한다. 보고서에는 환경의 질에 관한 정보와 현재의 환경 부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조 정보자유에 관한 연방위탁자의 업무는 연방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13

□ 평가 및 전망
○ 이 법률안은

Open

Data

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데이터는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이용 허락으로 공개되어야 하
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보공개
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참고자료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34/1713467.pdf
https://netzpolitik.org/2013/spd-stellt-entwurf-zu-neuem-informationsfreiheits-und-transparenzgesetz-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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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규칙(COPPA

R ule)

시행 임박

5)

☐ 개요

○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Federal

보호법,

COPPA(Children's

Trade

Online

Commission,

Privacy

Protection

부합하도록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규칙(COPPA

하였고, 이는

2013

년

7

월

1

는

아동온라인사생활

Act)

이 규정하는 바에

FTC)

Rule

or

Rule)

을 개정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연방통상위원회는 아동의 이미지나
소리 또는 영구식별자
를 수집하고 있는 국내·국외의
(persistent

identifiers)

관련 기업들에게 개정 규칙의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였고, 홈페이지
내

FAQs

를 정비하였다.

☐ 입법배경 및 경과

○

COPPA

는

1998

년에 제정되었으며, 본 법에 의하면

13

세 이하의 아동이 웹

사이트 가입(등록)하는 경우 아동의 등록정보를 부모에게 메일로 송부해야
등록의 효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규칙 의 개정은 해당 규칙이 발효된

2000

년 이후

온라인 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여 규칙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입법 경과

5)

月刊

美

년 8월에 발간된 (
)인터넷 법제동향 제59호의 15~16쪽에 수록된 “
연방통상위원회
사생활보호법 규칙(COPPA Rule)
추가 개정안 제출(2012.8.6.)” 동향보고와 관련있음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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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999년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규칙 제정
2000년 4월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규칙 발효
2011년 9월 연방통상위원회, 규칙 수정안(2011 NPRM) 제안 및 의견수렴과정 이행
2012년 8월 연방통상위원회,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규칙 개정안(2012 NPRM) 제출
2013년 5월 연방통상위원회, 규칙 개정안 시행일을 2013년 7월 1일로 결정
2013년 7월 규칙 개정안 시행 예정

☐ 주요 개정 내용

○

(

정의규정 개정) ‘운영자(operator)’, ‘개인정보(personal

에게 제공되는(directed
-

to children)

information)’,

‘

아동

온라인(웹사이트)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운영자의 범위 명확화) ‘아동에게 제공되는 온라인(웹사이트)서비스’를 통하여

(

개인정보를 얻는 플러그-인, 광고네트워크에도 해당 규칙이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

개인정보 범위 확장) 개인정보 개념을 확장하여 아동의 사진, 비디오, 오디오

(

자료(audio

recordings)

까지 포괄하였다. 또한 온라인(웹싸이트)서비스와 무관

하게 영속적으로 이용자를 인식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정보
(geolocation

영구식별자 (persistent

information),

identifiers)

를 개인정보

개념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영구식별자개념은 온라인 유저 네임(online
name),

쿠키(cookies), 모바일기기

번호(mobile

ID

device

ID

number)

user

를 포괄

하도록 하였다.

○

(

요건 추가) 통지(notice), 부모동의(parental

보안(security), 세이프 하버(safe
유지 및 폐기(data
-

(

retention

and

harbor)

주요 정보(key

기밀성(confidentiality),

조항의 요건들을 추가하고, 데이터

deletion)

통지 요건) 직접 통지 요건들(direct

consent),

에 관한 조항 신설하였다.

notice

requirements)

을 명확하게 하여

들이 간단명료한 적시(“just-in-time”) 통지를 통해

information)

부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였다.
-

부모동의 방식) 확인가능한 사전부모동의(pr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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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한 특정한 방식들의 확장 허용하고 통지 및 동의 요건 적용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예외 추가하였다.
-

(

기밀성 및 보안 관련) 운영자들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합리적인

단계를 거치게 하고, 정보의 기밀성, 보안,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나 제3자에 대하여만 이전을 허용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
-

기타 규정
합리적인 데이터 유지 및 폐기 과정 마련 요구
자기규제적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권 강화
새로운 동의 방안들을 위한 자발적 사전 동의 메커니즘(voluntary pre-approval mechanism)의
제도화
- 웹사이트·온라인 서비스의 내부적 활동 지원

☐ 평가 및 기대

○

(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상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년 2월 소셜네트워킹앱

2012

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Path

혐의에 대해 팔십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연방통상위원회와 합의하였고,
-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같은 스타들의 팬사이트를 운영하는

Artist

Arena

역시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년

2012

월 연방통상위원회와 일백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10

있다.
-

이 외에도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Sony

-

BMG

Entertainment

년

2006

Xanga.com,

년

2008

가 각각 일백만달러를 지불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기업들은 개정 규칙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업 입장) 반면 기업들은 새로 개정된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규칙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미비함과, 시행까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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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함을 이유로

IAB(Interactive

대해 시행전 유예기간을
-

앱개발자들을 대표하는
(Morgan Reed)

6

Advertising

Bureau)

는 연방통상위원회에

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

Association

for

Competitive

의 모건 리드

Technology

또한 실제 실행에 들어가보기 이전에는 (앱 등에) 특정 기능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연방통상위원회 입장) 연방통상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와 상관

(

없이 아동과 관련한 디지털시장은 위 규칙의 개정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정 사이트들과 앱들로 하여금 기능성과 상호작용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유료화정책(paywall)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http://www.business.ftc.gov/privacy-and-security/childrens-privacy
http://ftc.gov/os/2012/12/121219copparulefrn.pdf
http://business.ftc.gov/documents/Complying-with-COPPA-Frequently-Asked-Questions (Q&A)
http://www.ftc.gov/opa/2013/05/coppa_education.shtm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82f377a-ce6b-43e1-90e3-0363bb22ae32
http://www.thompsoncoburn.com/news-and-information/sweepstakes-law-blog/blog/13-05-08/ftc-s-r
evised-coppa-rules-go-into-effect-july-1-201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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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이슈

獨

1

,

인터넷 종량제 도입하려는 도이치 텔레콤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법청원과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규명령(2013.5)

□ 개관
○ 독일 최대의 전기통신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은

2013.

5.

부터 새로운 인터넷

가입자에게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에 대하여 망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입법청원이 이루어졌고 연방정부도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또한 망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법은 세부적인 사항을 하
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정치권에서는 하위법령인 법규명령의 제정을 촉구
하고 있다.

□ 도이치 텔레콤의 인터넷 종량제 계획
○ 지금까지 도이치 텔레콤은
및 광섬유 접속의 경우 초당
VDSL

25

에서

200

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번 종량제 계획안은 기존의 요금제를 배제하고

Mbit

가지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종량제 계획은 기술적인 문제로

4

년

2016

부터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 종량제 계획안 요금제
- 초당 16 Mbit 까지의 인터넷 접속(ADSL2+) : 최대 전송량 75 GByte.
- 초당 50 Mbit 까지의 인터넷 접속(VDSL) : 최대 전송량 200 GByte.
- 초당 100 Mbit 까지의 인터넷 접속(광섬유 접속 및 VDSL-Vectoring) : 최대 전송량 300 Gbyte.
- 초당 200 Mbit 까지의 인터넷 접속(광섬유 접속) : 최대 전송량 400 Gbyte.

○ 도이치 텔레콤은 종량제 계획의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의 전송량이 엄청나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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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소위
일부 이용자들이 트랙픽을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도이치 텔레콤은 자신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IPTV

서비스 사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Spotify

와 제휴

사업을 벌이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

(

연방정부 및 집권당) 연방정부 및 집권당은 도이취 텔레콤의 이러한 종량제

계획은 소비자에 친숙하지 못한 것이며 망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경고
하고 있다.
-

(

연방통신망규제청) 연방통신망규제청(Bundesnetzagentur)에 따르면 도이치

텔레콤은 현재 인터넷 광대역 시장의 약

를 점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시장을

45%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방카르텔청은 도이치 텔레콤의 사업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연방의회) 해적당(Piratenpartei)은

6)

이러한 종량제 계획은 차별에 해당하며

기업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공개적인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망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

7)

시민단체) 시민단체인 디지털 사회(Digitale

이러한 종량제는 인터넷 속도를

6)

90

는 텔레콤과 같은

년대로 돌려놓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상

해적당(영어: Pirate Party)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나 부트레그 CD의 합법화 등 저작권법의 개정과 인터넷
상의 개인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당이다. 해적당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 여러 나라에 설립되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된 스웨덴 해적당이 필두이다. 유럽 의회 선거로 의석 2개
를 얻어, 이것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에 연달아 설립되기 시작했다. 2011년 9월 18일의 독일 베를린 주
지역선거에선 해적당(Piratenpartei)이 8.9%의 표를 얻어 베를린 주정부 의회의석 총 149개 중 15석을 차지
했다. 2012년 3월 25일 자를란트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의 5.0% 득표율을 앞지르고 7.4%의 득표율을 얻어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독일 제1공영방송 ARD는 자를란트 주의회 선거에서 디지털 세대 유권자의 25%가
해적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6일 치러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지방선거에
서도 8.3%의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층은 주로 30대 이하의 인터넷 세대가 중심이다. 유럽
의회에서는 녹색당과 연계해서 활동하기도 한다(http://ko.wikipedia.org/wiki/%ED%95%B4%EC%A0%8
1%EB%8B%B9, 2013년 6월 17일 최종방문).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ㆍ

7)

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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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로 인하여 망중립성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
하였다. 또한 카오스 컴퓨터 클럽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3.5.16.

도이치

텔레콤의 종량제 계획에 반대시위 하였다.

□ 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
○ 개요 및 경과 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에 대한 서명이
8)

(

)

부터 시작되었으나

5.24.

이미 정족수인

50,000

2013.5.23.

명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연방

의회의 청원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청원을 다루어야 한다.

○

주요내용) 이 입법청원은 ‘통신사업자(특히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망중립성

(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연방의회가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이의 내용과 출처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내용, 서비스, 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접속제공자에
의해서 불리하게 되거나, 의도적으로 느려지게 하거나 차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규명령안
○ 개요 해적당은 망중립성 보장에
(

)

관한 명백한 규정이 법률상 제정되기 전

까지 현재의 전기통신법 제41a조의 수권규정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망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토대로 법규명령안을 제출하였다.

○

(

관련규정) 전기통신법 제41a조는

2012.5.3.

개정법률을 통하여 망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법 제41a조(망중립성) ① 연방정부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전기통
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망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부당하게 방해거나 느려

8)

https://epetitionen.bundestag.de/petitionen/_2013/_04/_23/Petition_41906.n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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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하는 것과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이 없는 데
이터의 전달과 내용 및 이용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요청사항을 법규명
령에서 제정할 권리가 있다.

○ 망중립성 법규명령안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규명령의 목적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한 망중립성의 확보에 있다.
제2조 (정의) ① 망중립성이란 전기통신법 제41a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내용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이용 및 차별없는 데이터전송을 말한다.
② 차별없는 데이터의 전송이란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차별없는 내용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란 이용자나 이용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내
용의 접근과 이용을 말한다.
④ 이용관계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
한다.
⑤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이란 송신자와 수신자가 전송단계에서 데이터의 흐름에
우선권을 합의하는 기술을 말한다.
⑥ 스트리밍이란 수신자가 최종 데이터를 수신하기 전에 이미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수단으로 오디오 또는 비디오 데이터의 지속적인 전송을 말한다.
⑦ 전송계층이란 OSI 모형의 4번째 계층을 말함(Layer 4).
※ OSI 모형(Open Systems Interconnection Reference Model)
OSI 모형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모델로,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
을 계층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OSI 7 계층 모형이라 불리기도 한다. OSI 7계층
은 최하위 1계층인 물리계층에서, 2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Data link layer), 3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4계층인 전송 계층(Transport layer), 5 계층인 세션 계층(Session layer), 6
계층인 표현 계층(Presentation layer), 마지막으로 최상위계층인 7계층 즉 응용 계층(Application l
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⑧ VoIP(Voice over IP)란 전기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테이터통신망에서 공중 접근 전화서
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함. 여기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가 스트리밍
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직접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⑨ 우선규정이란 안전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과 단체의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권
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말한다.
⑩ 데이터란 이용자가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고 생성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⑪ 내용이란 이용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말한다
⑫ 이용이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제공을 이용할 가능성을 말한다.
⑬ 송신자란 어떠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⑭ 수신자란 어떠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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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Deep Packet Inspection(DPI, 심층패킷분석)란 송신자가 전송한 내용정보를 전기통신서
비스 제공자가 전송 중간에 감시하는 사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 Deep Packet Inspection(DIP, 심층패킷분석)
한국에서 흔히 ‘인터넷감청’으로 알려져 있다. 전송 중인 패킷을 분석하는 기술을 Packet
Inspection이라고 함. 패킷의 분석 정도에 따라 단층패킷분석(SPI, Shallow Packet Inspec
tion 또는 Stateful Packet Inspection)과 심층패킷분석(DPI)로 나뉨. OSI 7 계층 중 1계층
에서 4계층까지 분석하는 것이 SPI이고, 5계층에서 7계층까지 분석하는 것이 DPI임. 따
라서 DPI의 경우 패킷의 내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감청문제가 발생함.9)
⑯ 피어링(Peering)이란 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중립성) ①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망중립성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이용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다음의 예외들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한 모든 차별하는 서비스의 취급
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③ 특히 다음 각호에 의한 차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1. 이용자
2. 이용행위
3. 데이터의 전송자
4. 데이터의 수신자
5. 내용 또는
6. 이용
④ 차별화가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OSI 모형의 전송계층이나 그 하위 계층에서 행해지는 허
용된다.
⑤ 제3조에 의한 차별화가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1.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이 개별적인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
2. VoIP 서비스의 기술적 전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Deep Packet Inspection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의 제한이 없이는 허용되
지 않는다.
제4조(이용의 상호 연결) ①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원칙에 의한 피어링을 위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② 이러한 의무는 다른 제공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느다.
③ 피어링에 대한 요금의 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질서위반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3000유로의 범칙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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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 제6항을 위반하여 Deep Packet Inspection을 이용한 경우.
3. 제4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어링을 거부한 경우.
4.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4조 제1항에 의한 피어링에 대하여 요금을 요청한 경우.

□ 평가 및 전망
○ 입법 불비 도이치 텔레콤의 새로운 인터넷 요금제는 연방정부
(

)

,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망중립성 원칙을 법규명령으로
제정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법 제41a조 제1항에 따른 법규명령이 아직 제정
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제재할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

(

입법적 대응 필요) 망중립성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법규명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정책의 잘못으로 평가
하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향후

EU

차원이나 연방의회의 입법적 대응이

기대된다.

※ 참고 자료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andbreiten-Drossel-Telekom-kappt-Festnetz-Flatrates-1
847224.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andbreiten-Drossel-Telekom-kappt-Festnetz-Flatrates-1
847224.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CSU-kritisiert-Plaene-der-Telekom-fuer-Flatrate-Drossel-1
849343.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undesregierung-warnt-vor-Flatrate-Drossel-der-Telekom
-1849083.html
http://www.heise.de/netze/meldung/Online-Petition-zur-Netzneutralitaet-erreicht-Quorum-1868943.
html
http://netzneutralitaetsverordnung.de/

9)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DPI

기술의 운영과

ISP

의 형사책임,

- 26 -

IIS

제2권 제1호(2011년

월) 참조.

5

인터넷 법제동향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2

별책

“

․프라이버시 관계 가이드라인

명예훼손

-

공직 후보자 등에 관련한 특례”에 관한 대응 지침서(2013.4.30)

☐ 개요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 가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 이하 개정법 이라 한다 이 의결되어 인터넷
-

(

”

“

)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블로그,

Facebook,

Twitter

등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응원하는 글을 쓰는 등 인터넷을 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 후보자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
-

인터넷 상에 공직 후보자 등의 명예훼손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가 유통
될 우려가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후보자 등이 해당 정보에 관하여
송신방지조치 신청을 할 경우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프로바이더”)가
개정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대응 관련 가이드 라인 공개
-

이에 통신업계단체 등으로 구성된

“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가이드라인 등

검토협의회”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프로바이더의 적절한 대응 방법을 내용
으로 하는
인 별책

“

“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관계 가이드라

공직 후보자 등에 관련한 특례”에 관한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4

월

30

일 작성하여

5

월

8

”

대응

일 공개하였다.

□ 대응 지침서 의 주요 내용
○ 대응 지침서 의 지위와 역할
해당 지침서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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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2001

년 법률 제137호. 이하

“

프로바이더 책임제

한법”이라 한다) 제3조를 근거로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가이드라인 등 검
토 협의회(이하

“

협의회”)에서 작성한

“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관계 가이드라인(제3판)”(이하

“

·

가이드라인지침”이라 한다)에 관

하여, 기존에 금지하고 있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비추어 특별히 보충, 변경 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공직 후보자 등이 자신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정보에
대해 송신방지조치를 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 프로바이더는 위 지침서를 참조
하여 대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제3조의2

전조 제2항의 경우 외에도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①

정보(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된 문서·도화에 관한 정보에 한한다. 이하 본조에 있어 동일)
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구하는 경우에, 당해 조치로 송신을 방지당한 정보의 발신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해당 정보의 불특정한 사람에 대한 송신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해진 것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에
사용하는 문서나 도화(이하 “특정문서도화”)에 관한 것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공직후보자 등(공직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정당(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의미) 또는 중의원
명부제출정당 등(동법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를 의미) 또는 참의원명부등록정당 등(동법 제8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말한다)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에서 당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이하 “명예훼손정보”),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취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이유
및 당해 명예훼손정보가 특정문서·도화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이하 “명예훼손정보등”)
를 나타내어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명예훼손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
하 “명예훼손정보 송신방지조치”)를 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
제공자가 당해 명예훼손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당해 명예훼손정보 등을 제시하며 당해

- 28 -

인터넷 법제동향

명예훼손정보 송신방지조치를 구하는 데 동의여부를 조회한 경우에 당해 발신자가 해
당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을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발신자로부터 당해 명예훼손정
보 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출이 없을 때.
2.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로 특정문서도화에 관한 것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명예를 침
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정보 등 및 명예훼손정보의 발
신자의 e-mail 주소 등(공직선거법 제42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e-mail 주소 등을
의미. 이하 동일)이 동항 또는 동법 제4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지 않
았다는 취지를 제시하며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정보 송신방지
조치를 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 발신자의 e-mail 주소 등이 당해
정보에 관한 특정통신을 수신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입출력장치를 포함)의 영상
화면에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은 때.
※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42조의3 ③항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는 배포자 자신의 e-mail 주소(특정 e-mail송신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에 규정된 e-mail 주소를 의미. 이하 동일.) 기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배포자에게 연락을 할 때 필요한 정보(이하 “e-mail 주소 등”)가 해당 문서·도화에 관
한 전기통신의 수신을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통신단말기의 영상 화면에 올바르게 표
시되도록 해야 한다.
제142조의5 ①항(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의 표시의무)
선거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한 날부터 그 선거 당일까지 사이에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는 배포자
자신의 e-mail 주소 등이 해당 문서․도화에 관한 전기통신의 수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의 영상 화면에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특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특례 의 개요
주요 내용 일본 「공직선거법」 이하 공선법 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 공직후보자
(

-

(

)

(

)

“

”)

“

등에 관한 특례

”(

이하

“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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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규정
제3조의2 제1호
본 특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용 · 낙선운동용 문서·도화에 관한 정보의 유
통에 의해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어 프로바이더 등에게 송신방지조치를 구하는 신청을 하
는 때, 해당 정보의 발신자에 대하여 동의조회에 대한 답변기간을 동법 제3조제2항제2호
가 규정하는 “7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제3조의2 제2호
제1호와 같은 상황에서 발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이 수신자의 통신단말기의 화면에 올바
르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새로 추가한다.

-

(

적용제외) 대응 지침서는 위 특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다루지 않는다. 위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례 적용 제외 규정
① 특정전기통신 이외의 통신(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등)
대응 지침서에서는 특정전기통신(인터넷 웹페이지, 전자게시판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정보를 송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법 2조 1호)에서 정보가 송신되는
경우만을 다룸.
② 명예훼손 이외의 권리침해정보 등
특례는 프라이버시,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 및 유해정보(불법정보는 아니지만
수신자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악영
향을 미칠 폭력적 표현, 성적 표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응 지침
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 대응지침서에 따른 대응절차 첨부 참조
(

)

※ 참고자료
http://www.telesa.or.jp/consortium/provider/Internet_ele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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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대응지침서에 따른 대응절차

(30

page)

○ 제1호의 대응절차
프로바이더 등은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의 송신방지조치를 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법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⑴ 조회 전의 확인사항
프로바이더 등은 아래 ①에서 ④의 확인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발신자에 대해
법 제3조의2 제1호의 절차에 따라 동의조회를 할 수 있음.
①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의 삭제신청임을 확인
㈎ 신청자의 본인확인
조회절차에서는 송신방지조치의 신청을 하는 자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
에 의해 자기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공직후보자 등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등)
임을 확인해야 함. 따라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 서면에 의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등록인감(이른바 인감
도장)으로 날인한 것을 수령
· e-mail에 의하는 경우 적절한 전자인증서 등으로 본인이 보낸 메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기 외에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첨부할 것을 요구10)
또한 확실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상기한대로이지만, 그 밖에 관습적으로 사용
되는 본인확인수단(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증 사본 등)으로 확인하며 인감도장 이
외의 인감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거나 간이절차로 FAX를 수신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
프로바이더 등의 책임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본인확인 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 등임을 확인
공직후보자 등인지 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열
람하는 등으로 확인. 신청서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하여
공직후보자 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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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조회를 행하여 발신자가 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을 경과해도 송신방지조치를 구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이 없었던 점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한 경
우에도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할 우려가 있음.
②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임을 확인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URL 등에 의해 불특정한 사람에 의해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방송을 제외함)임을 확인해야 함.
③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된 문서․도화에 관한 정보임을 확인
선거운동기간은 공시일(고시일)에서 선거기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임. 프로바이더 등은
삭제신청을 받은 정보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SNS 등의
기록된 일시, 타임 스탬프, 기타 업체 등이 실제로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확인해야 함. 선거운동기간 전에 배포된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그대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웹사이트에 표시되고 있는 경우 등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된 것이 되지
는 않지만, 발신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배포한 문서․도화를 선거운동기간 동안 스스
로 갱신한 경우에는 통상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된 것으로 파악함. 또한 선거운
동기간 전에 배포된 문서․도화에 관한 정보가 발신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선거운동기
간 동안 새롭게 인용된 경우에도 당해 인용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된
것으로 파악함. 각 프로바이더 등이 실제로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도 선거운
동기간 동안 배포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
려가 있고, 동의조회를 행하여 발신자가 조회를 받은 후 2일이 경과했음에도 송신방
지조치를 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이 없어서 해당 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도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할 우려가 있음.
④ 명예훼손정보 등이 통지되어 있는지를 확인
조회절차를 시작하려면 공직후보자 등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명예훼손정보 등
의 통지를 받아야 함. 프로바이더 등은 이러한 명예훼손정보 등을 발신자에게 전하여
송신방지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조회해야하기 때문에, 발신자가 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명예훼손정보 등이 통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프로바이더 등은 신청자에게 불명확한 점에 관하여 서식
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함. 통지되어 있어야 할 명예
훼손정보 등은 다음과 같음.
㈎ 명예훼손정보
신청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URL 기타 명예훼손정보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게시판의
명칭, 게시판 내의 글쓴 장소, 일자, 파일명 등)에 의해 명예훼손정보가 특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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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을 확인.
㈏ 공직후보자 등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
공직후보자 등의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취지가 통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실제로 공직후보자 등의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프로바이더 등이 확인할 필
요는 없음. 다만 공직후보자 등 이외의 제3자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나, 명예 이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는 공직후보자 등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유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 당해 정보에 의해 동인(同人)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
유(공직후보자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이유)를 통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명예훼
손에 의한 불법행위 면책사유의 요건(당해 정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인지 등)을
갖추지 못한 것까지 통지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 명예훼손정보가 선거운동용․낙선운동용 문서․도화에 관한 것일 것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 당해 정보가 선거운동용․낙선운동용 문서․도화에 게재되어 있
다고 통지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함.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프로바이더
등은 통지된 정보가 선거운동용․낙선운동용 문서․도화에 관한 것임을 확인할 필요는
없음.

⑵ 조회절차
공급자 등은 상기한 절차에 의해 확인한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 경우에
는 발신자에 대해 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조회절차는 발신자에게 통지사항이 누
락되지 않도록 이루어질 것이 권장되고, 해당 조회가 발신자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2일 이내에 발신자의 반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또한 상기 (1)의 확
인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 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프
로바이더 등이 즉시 신청자에 대하여 삭제의무를 지지는 않음.

⑶ 발신자로부터의 회답
㈎ 조회에 대하여 발신자가 송신방지조치를 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답한 경우 -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정보
를 삭제한 경우에는 동 호의 면책을 받을 수 없음.
㈏ 조회에 대하여 발신자로부터 송신방지조치를 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답
이 없는 경우 -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며, 프로바이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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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송신방지조치를 구할 수 있음.

○ 제2호의 대응절차
프로바이더 등은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 송신방지조치를 구하는 신청이 있고, e-mail
주소 등의 표시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음.
⑴ 송신방지조치 전의 확인사항
프로바이더 등은 다음 ①~⑥의 확인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제2호
의 절차에 따라 송신방지조치를 행할 수 있음.
①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의 삭제신청임을 확인
㈎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
㈏ 공직후보자 등임을 확인
②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임을 확인
③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포된 문서․도화에 관한 정보임을 확인
④ 명예훼손정보 등이 통지되어 있는지를 확인
법 제3조의2 제1호와 마찬가지로 위 ①~④의 사항들을 확인해야 함.
⑤ e-mail 주소 등의 표시의무위반을 통지받았는지를 확인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정보의 발신자의 e-mail 주소 등이 올바르게 표시되
지 않은 사실을 통지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함. 또한, 아래 확인사항⑥을 제대로 판단하
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 등이 어떠한 사실관계(e-mail 주소가 전혀 표시되지 않음, 표
시된 e-mail 주소로 메일이 송신되지 않음 등)를 가지고 e-mail 주소 등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정보를 얻어 두면 유용함.
⑥ 발신자의 e-mail 주소 등의 표시의무위반
프로바이더 등은 발신자의 e-mail 주소 등이 공선법 제142조의3 제3항 또는 제142조
의5 제1항에 규정된 표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예를 들어, 송신방지조
치를 구하는 신청시에 e-mail 주소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
지받은 URL에 접속한 다음, e-mail 주소 등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함.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 e-mail 주소 등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통지받았다 해
도, 프로바이더 등의 확인작업을 통해 e-mail 주소 등이 올바르게 표시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11). 이 경우, 프로바이더 등은 표시
된 e-mail 주소 등으로 e-mail 등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e-mail 주소 등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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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⑵ 송신방지조치
프로바이더 등은 상기 절차에 의한 확인사항①~⑥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 경
우에는 송신방지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상기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3조의2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프
로바이더 등이 즉시 삭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통상 위임장의 첨부가 요구되지 않음, 또한 인감증명서도 요구되지 않음.
11) e-mail 주소 등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법 제3조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 제3조의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동의조회절차를 진행한 다음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이 없으면 송신방지를 구하는 것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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