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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 소관부처

:

2013.6.4

국회제출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통신판매 사업자는 휴․폐업 시 관계기관 신고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화 등의 구매 유발 및 이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휴․폐업 후 관리되지 않는 휴면사이트는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도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인정보 주체가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 가능하고, 피해보상 산정기준도 가해자의

․공정하게 이루어

위반 횟수 및 기존 결정례 등에 의존, 피해 보상이 신속
지지 않는 실정임.

□ 주요내용
○ 국가는 소비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신설).

○ 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안 제32조제2항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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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

발의,

□ 소관부처

:

2013.7.1

(

조해진 의원 대표

국회통과)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래의 동종 사업자간 경쟁 뿐 아니라 이종 사업자간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비스 융합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정이나 적극적인 진흥 및 규율의 원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
통신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과 산업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벤처창업지원,

SW

․콘텐츠 등 개별산업 지원

,

․서비스 연구

신규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

되는 규제의 발굴 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
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무총리실에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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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전담하도록 함 제 조

조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심의

○

(

7

).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로 통합함(제9조 및 제10조).

○ 벤처와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

‘

이수인턴제’ 근거 규정 신설(제12조).

○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 추진, 품질
인증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8조).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제22조).

○ 정보통신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거 마련 및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계획 수요예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제28조 및 제29조).

○

벤처의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제30조 및 제31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거래의 활성화 추진 기술료의 징수․
,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부터 제34조).

○ 신규 및 융합 서비스·기술에 대한 근거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 도입(제36조부터 제38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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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6.12

□ 소관부처

:

(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3.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지난 월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하여는
3

잠정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관할로 두되 6월 임시국회
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소관사항을 분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에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 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
위원회 공동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하고,

SO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분담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를 전문으로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함(안 제25조제2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함(안 제25조제3항 제4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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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2013.

□ 소관부처

:

6.

17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13

조제1항은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점유율

數 에는 종합유선

산정의 기준(분모)이 되는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수(

)

방송 및 위성방송 가입 가구를 합산하도록 하는 반면, 시장점유율의 산정
(

분자)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만으로 한정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 방식은 불합리한 비대칭적 구조로서 그 자체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

분의

1

을 초과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규율을 할

수 없는 입법불비의 상태에 놓여있음.

○ 이는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유료
방송시장의

분의 1을 초과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당초의 입법취지

3

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통신시장 지배력을 방송시장에까지 전이시킴
으로써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는 주된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바, 시장점유율의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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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ㆍ

위성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평적 동등 규제를 실현하여 공정
경쟁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
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법 제정 당시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

분의

1

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삭제).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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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

□ 소관부처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2013.6.

18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여 무료 할인쿠폰 상품권 지급
○○만원 결제완료 등의 문자메시지 를 이용하여 수십만원의 대금을 부당
“

“

”

”

“

”

(SMS)

결제해가는 스미싱(Smishing,

SMS+Phishing)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더욱이 이 같은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고를 해도 혐
의자(스미싱 발신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
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여부를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통신과금

·

서비스이용자의 월별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제4항 신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뿐만 아니라
대가가 발생한 때에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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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
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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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

□ 소관부처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2013.

6.

26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최근 중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대를 무작위로 구입해 간단한 복구 프로
그램으로 복구·재생한 결과 기업과 개인의 기밀정보 여권사본 공인인증서 등 가
고스란히 복구·재생되어 논란이 되었음
○ 이렇게 중고 기기를 수집하여 디스크를 복구·재생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30

(

,

)

.

IT

인한 사이버 테러 및 각종 금융피해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주요내용
○ 이에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73조제1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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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EU

의회, 사이버공격 형벌을 강화하는 정보시스템 공격 지침(안) 의결

1
(2013.7.5)

□ 개관
○ 의회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관한
EU

EU

집행위원회의 지침(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ttacks against information
systems

and

repealing

Council Framework)

을 의결하였다.(’13.7.5)

○ 이 지침은 서버와 같이 네트워크화된 기기에 불법으로 접근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 접근하거나 허락 없이 비공개 데이터 전송을 감청하는 경우 최저

2

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봇네트(Botnet)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저 3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발전소나 교통망 등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의 경우 최저
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의도적

5

으로 범행 툴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

□ 제정이유
○ 본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있어서 범죄의 정의와 형사제재를 위한 최
소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별국가의 형벌 규정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1)

또한 회원국의 경찰 및 그 밖의 특별 형사소추기관을 포함한 관할

기관과 유로저스트(Eurojust, 유럽사법협력청), 유로폴(Europol, 유럽경찰청),

1)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수에 의해서 컴퓨터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단일 장치 또는 다수의 장치들 그리고 이들 장치의 운영, 사용, 보호, 유지의 목적으로
저장, 처리, 호출 또는 전달되는 컴퓨터 데이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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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uropean
ENISA)

와 같은

EU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의 관할 전문 기관 사이에 협력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처벌 대상 범죄
-

정보시스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한 없이 고의로 접근하는 경우
회원국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

권한 없이 고의로 정보시스템 기능의 입력, 전달, 손상, 삭제, 침해, 변경, 은닉
또는 접근불능(사용불능)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기능에 중대한 방해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회원국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

권한 없이 고의로 컴퓨터 데이터 의 삭제, 손상, 침해, 변경, 은닉 또는 접근
2)

불능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 회원국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5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으로부터(또는 정보시스템 내부에서) 비
공개 컴퓨터 데이터의 전달을 권한 없이 가로채는 행위에 대하여 회원국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조).

-

다음의 수단을 제작, 판매, 취득(사용목적에 한함), 수입, 배포하는 경우 회원국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조).

· 제 조 내지 제 조의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준비되어 있는 컴퓨터
3

6

프로그램

· 컴퓨터시스템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패스워드

,

접근코드 또는 유사한

데이터

○ 범죄의 형량 제 조
(

2)

9

)

컴퓨터 데이터’(computer data)란 정보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된 사실, 정보 또는 개념의 모든 표현들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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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내지 제7조의 범죄는 최소

2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손상되도록 유인하거나 준비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수의
정보시스템이 손상되도록 한 경우는

3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기능의 중대한 장애나 손상을 일으키거나(제4조) 컴퓨터 데이터의
삭제, 손상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5조)

3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기능의 중대한 장애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제 4조), 컴퓨터
데이터의 삭제, 손상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5조) 중 범죄 단체와 관련된
경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주요기반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는 최소

5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정보의 교환 제
(

-

14

조)

지침상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실효성 있는 국내의
연락처를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한 요청의 경우 최대 8시간 이내에 지원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러한 응답의 절차와 소요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국은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자신의 연락처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회원국과

○ 모니터링과 통계 제
(

-

15

EU

전문 기관에 다시 전달하여야 한다.

조)

회원국은 범죄에 대한 통계데이터의 기록, 작성,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
하여야 한다.

-

통계데이터는 적어도 회원국이 수집한 범죄 수치와 범죄로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수치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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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데이터를 전달하며, 집행위원회는 통계보고서를 병합한
요약서를 발간하고

EU

전문 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U-Parlament-beschliesst-haertere-Strafen-fuer-Cyber-A
ngriffe-1911714.html
https://netzpolitik.org/2013/angriffe-auf-informationssysteme-eu-parlament-bringt-richtlinie-zu-europ
aweitem-hackerparagraf-auf-den-weg/
http://db.eurocrim.org/db/de/doc/1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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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경제기술부,

통신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규명령 (안) 제출

2
(2013.6.17)

☐ 개요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ü

(Bundesministerium f

6.17

r Wirtschaft und Technologie) 2013.

통신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규명령안

○ 통신망중립성

ä은

(Netzneutralit t)

3)

을 제출하였다.

전기통신법 제41조a의 개정을 통하여

2012.5.3

도입되었고,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법규명령(Verordnung)으로 정하기로
되어있었다.

○ 전기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TKG )

제41a조는 통신망중립성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법 제41a조(통신망중립성)
① 연방정부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전기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
여 통신망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느려지게 하는 것과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차별없이 전송하고 내용과 이용
에 차별없이 접근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법규명령에서 제정할 권리가 있다.
②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은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통신서비스의
질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기술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
하기 이전에 활동의 근거, 계획하고 있는 요구사항, 제안된 방식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EU집행위원회와 유럽전자통신규제협회(BEREC)4)에 적시에 전달
되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의 평가나 권고는 요구사항을 정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

☐ 입법배경 및 경과

○

(

인터넷종량제 실시계획) 최근 독일의 최대 통신망운영자인 도이치텔레콤이

서비스에 차등을 두겠다는 인터넷 종량제 실시를 발표하였다.

ä

3)

eine Verordnung zur

4)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Gew

hrleistung der

5)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법제동향 제

ä

Netzneutralit

」

t(NNVO)

Electronic Communications.

호

68

,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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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이

인터넷 법제동향

실제로 통신망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이에 저항
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둘러 법규명령 제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

·

경쟁법상 제한원리 도입) 자유로운 인터넷의 이용은 사회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데이터 패킷을 내용, 서비스, 이용, 출처 또는
목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이용과 내용 등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업모델의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최선 노력의 원칙) 이 법규명령으로 확보되는 것은 통신망중립성의 기본토대

로서 인터넷의 최선 노력의 원칙(Best

Effort

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Principle)

이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의 전송은 가능한 빨리 그리고 통신망운영자가 처분
할 수 있는 자원과 관련하여 최선의 가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나 내용에 따라 차별을 두는 우선권은 기본적으로 오로지 서비스와
통신망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와 통신망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시대 비판적(시사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

고객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이 경우 보다 중요한 점은 또한 최종 고객을 위한

(

투명성이다. 모든 통신망중립성의 침해는 명확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침해의 영향도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전기통신법
개정으로 이를 위한 요건들이 구비되었다. 서비스와 이용에 대한 접근과 이들의
이용의 관점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전기
통신법 제43a조 제2항 제2호). 전기통신법 제43a조는 공중 접근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에서 소비자와 요청을 한 다른 최종사용자에게 명확하고 포괄적
이며 접근이 쉬운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에는 서비스와 이용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제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전기통신법 제43a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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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안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 및 원칙
1

(

)

① 이 법규명령의 목적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인터넷을 보장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이 적용된다.
1. 모든
하게
2. 모든
어야
3. 모든
어야

데이터 패킷은 내용, 서비스, 이용, 출처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평등
취급되어야 하는 원칙(최선 노력의 원칙)
최종 이용자에게 내용과 이용에 대한 접근은 차별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
하는 원칙.
서비스제공자에게 내용과 이용에 대한 접근은 차별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
하는 원칙.

4.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최선 노력의 원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② 최종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공중통신망운영자는 다음의 규정들에 의해서 차별없는
데이터의 전달과 내용 및 이용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정
보통신망에서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악화시키거나 데이터의 흐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쟁제한법의 규정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1항은 법규명령의 목적과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망중립성 원칙 또는
최선 노력의 원칙(best

effort

principle)

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인터넷을 유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과 이용에 대한 최종사용자의 접근은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과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망중립성
원칙은 서비스제공자 자신의 플랫폼이나 서비스(예를 들어 소위 관리서비스)를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소비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와 투명성의무들은 이미 전기통신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목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법규명령에
보충할 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목적과 원칙 규정은 평등취급의 의미란 관점에서 내용, 서비스, 이용 또는
목적과 관련 없이 모든 데이터 패킷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규정의 해석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개적인 인터넷의 기본원칙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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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규정들은 전기통신법 제41a조에 상응하게 통신망중립성의 원칙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규명령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

제3항은 경쟁방지법의 규정들이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조
2

(

내용 중립적인 데이터 전송)

① 통신망운영자는 보다 좋은 조건이나 보다 나은 품질을 이유로 자신이 제공하는 내용과
이용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통신망운영자는 최종 이용자들에게 콘텐츠와 이용에 우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
로 내용(콘텐츠) 제공자와 유료의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기초를 두고 있는 내용중립적인 전송 종류의 차별(서비스 품질의
분류)은 최종사용자가 선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악
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비스 품질의 분류에 의한 요금의 차별화는 데이터
의 흐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규정을 근거로 접근이 보장되는 내용과 이용 또는 그 접근이 일
반 공익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2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통신망운영자에게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우선권
이나 제3자의 콘텐츠의 전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 법규명령의 핵심 내용이다. 제2조는 동시에
전기통신법 제2조에 규정된 전기통신 규제의 목적을 고려하고 있다. 전송의
등급분류가 물건이나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에서 경쟁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통신망운영자는 시장참여자를 구별하여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서비스가 통신망운영자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에게 요금을 지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들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의 전달을 방해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제공도 이와 같이 파악된다.

-

제3항은 전송의 등급과 데이터의 량에 따라 정해지는 요금제의 실시는 기본적
으로 통신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제4항은 법률상 요청되는 내용(예를 들어 비상호출)이나 일반적 공익에 해당
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건강서비스 제공)를 우선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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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3

(

특정한 사회계층의 요구)

통신망운영자는 장애자, 노령자 또는 특별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용과 이
용에 접근하는 것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도 또한 법규명령 내에서 전기통신법 제2조의 목적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전기통신법 제41a조가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기통신망운영자의
사업모델은 통신망 접근의 경우 특정한 사회 계층에게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조
4

(

통신망중립성의 범위)

무선설비 및 전기통신단말기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통신망운영자는 그가 특정한
단말기를 통해서만 통신망에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립성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통신망의 접속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제4조는 무선설비 및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법률은 경쟁에 바탕을 둔 물건의 거래를 위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망의 접근을 오로지 특정한 라우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통신망
운영자가 이미 존재한다. 통신망운영자가 통신망을 마음대로 최종 단말기에
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한다. 특정 라우터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용자에게 공중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권리는
단말기시장의 경쟁에 관한 위원회 지침

6)

vom 2008, ABl. 162)

2008

년

6

월

20

일의

EU

통신

(Richtlinie 2008/63/EG der Kommission

제4조에 상응한다. 연방망규제청은 이를 위해서 무선설비

및 통신설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조
5

(

연방망규제청의 권한)

① 이 법규명령에 의해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연방망규제청은 전기통신법 제8장 제2절7)
에 의한 권한을 행사한다.

6)

Richtlinie

ü

ber

den

ü

Wettbewerb auf dem Markt f

r Telekommunikationsendeinrich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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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방망규제청은 또한 전기통신법 제2장 제2절8)에 의한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것은
서비스의 단 대 단의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

제5조는 전기통신법 제126조 이하에 규정된 연방망규제청의 기존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연방망규제청은 전기통신망운영자의 법규명령
위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

제2항의 권한은 전기통신법 제18조 제1항 제2문의 일반적인 포괄적 규정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서비스의 단 대 단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망규제청은 접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통신망운영자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한 시장규제의 절차에 관한 전기통신법 제9조
이하에 포함된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http://www.moenikes.de/ITC/2013/06/19/netzneutralitatsverordnung-des-bmwi-ein-erster-kommentar/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I/informationspapier-entwurf-netzneutralitaetsverordnung,
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7)

8)

전기통신법 제8장 제2절은 연방망규제청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거부), 제127조(정보제공요구),
제128조(조사), 제129조(압류), 제130(가명령), 제131조(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법 제2장 제2절은 접속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상호접속에 관한 계약, 제17조(정보의 신뢰
성), 제18조(최종사용자에 대한 접속의 통제), 제19조(차별금지), 제20조(투명성 의무), 제21조(접속의무), 제
22조(접속협약), 제23조(표준 제안서), 제24조(회계분리), 제25조(규제기관에 의한 명령), 제26조(공개)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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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이슈
독일 연방대법원, 자동차에 장착된
1

GPS

수신기에 의한 감시는 개인정보

침해로서 원칙적 처벌, 예외적 허용 판결(2013.6.4)

□ 개관
○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3.6.4.

GPS

수신기를 몰래 자동차에 설치하여 사람을

감시한 사설탐정 등에게 연방정보보호법(BDSG)상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유죄판결한 원심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
지만 정당방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 사실 관계
○ 사설탐정사무소의 대표 및 이의 직원 이하 피고인들 은 고객의 요청으로 감시
(

)

대상자의 직업 생활과 사생활을 비밀리에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GPS

설치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수신기를 비밀리에 감시대상자의 자동차에

GPS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대상자의 차량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상자의 이동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 원심법원인 만하임 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연방

제44조 및 제43조 제2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원심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연방정보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에서

GPS

수신기를 설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개별

사례들 사이에서 차이점은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은 개별사례에서 모순되는 이익들의 비교형량이 필요한데 원심법원이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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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법령>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44조 (벌금) ⓵ 제43조 제2항에 기술된 고의 행위를 유상으로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
게 이득을 얻게 할 의도로 행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의도록 행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⓶ 행위는 오로지 요청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요청권자는 당사자, 책임 있는 기관, 연방정보
보호위원회 및 감독관청은 요청권한이 있다.
제43조 (질서위반금) ⓶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인에게 접근되지 않는 개인관련 데이터를 권
한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한 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이다(제1호).
제28조 (자신의 업무 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⓵ 개인관련 데이터의 수집, 저
장, 변경 또는 전달이나 이의 이용은 자신의 업무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된다.
2. 그것이 책임있는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처리 또는 이용의 배
제에 관한 관련자의 보호될 이익이 우월하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
제29조 (전달 목적을 위한 업무에 적합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⓵ 특히 광고, 흥신소의
활동 또는 주소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전달 목적의 업무에 접합한 개인관련 데이터의 수집,
저장, 변경 또는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허용된다.
1. 관련자가 (데이터의) 수집, 저장 또는 변경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보호될 이익이 우월하
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감시대상자를

GPS

수신기로 비밀리에 감시하는 것은 기본적

으로 처벌된다고 하면서 개별 사례에서는 모순되는 이익의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즉 정당방위와 같은 유사한 상황)

GPS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무권한 행위의 표지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연방대법원은 원심법원이 몇몇 사례에서 그러한 예외상황이 존재하는지를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아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
심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환송하였다.

※ 참고 자료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Datum
=Aktuell&nr=64248&linked=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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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보안 관련 연방법의 최근 동향 분석

2

☐ 개요

○ 미국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정교해지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
으므로 현재의 입법적 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정보시스템 보안 중 특히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 현재 연방법을 살펴보면

50

·

개가 넘는 법이 직 간접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다

양한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2002

년 이후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 현행 입법 체계

○

(

사이버 보안 입법 경과) 현재로서는 사이버보안을 한 데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이버보안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법은 여러
개가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연도
년

1984

법령

주요내용

위장접근수단, 컴퓨터사기 및 컴퓨터 남용법

연방 정부, 은행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The Counterfeit

Access

Device

and

Co

mputer Fraud and Abuse Act of 1984)

주 간 및 외국과의 상거래에 이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각종 공격 금지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년

1986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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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령

주요내용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of

년

컴퓨터 보안법

Standards

and

National Institute

에 국방 및

Technology)

정보 임무에 사용되는 국가보안시스템을 제외한

1987

모든 연방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보안표준을

(The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개발할 책임 부여 및 상무부장관에게는 보안
기준을 반포할 책임 부여
년

문서업무 감축법

행정관리예산국에 사이버보안 정책을 개발할

1995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책임 부여
-

정보기술 관리 혁신법(클린거-코헨법)
년

(Information

Technology

각 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절차의 적절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 및 각 기관 최고정보통신책임자(chi

Management

1996

Reform Act of 1996; ‘The Clinger-Cohen
Act of 1996’)

ef information officer, CIO)
-

신설

상무부장관이 반포된 보안 표준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년

국토안보부에 국토 안보 및 중요 기반시설에

국토안보법

대한 일반적인 책임에 더하여 일정한 사이버

2002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사이버보안 연구 및 개발법
년

2002

(The

Cyber

Security

Research

보안 책임을 규정
국립과학재단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게 사이버

and

D

보안에 대한 연구책임을 신설

evelopment Act of 2002)

정보 및 서비스가 온라인상으로 제공될 수
년

전자정부법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과 연방

2002

(The

E-Government Act

IT

관리를 지

도하는 일차적인 법적 수단으로서 역할 및 각

of 2002)

종 사이버보안 요건 규정
국립표준기술원과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책
연방정보 보안관리법
년

2002

(The

Federal

Information

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 중앙 연방보안사고
Security

Man

센터를 설립, 그리고 상무부장관이 아닌 행
정관리예산국에게 연방 사이버보안 기준을

agement Act, FISMA)

제정하도록 책임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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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법 이외에도

40

개 이상의 사이버보안 관련법이 있으며 이들 중 다수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

제113회 의회에서
에서도

-

60

12

개, 제112회 의회에서

40

개 이상, 그리고 제111회 의회

개가 넘는 법안과 결의안이 소개되었다.

9)

그러나 이 중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년 이후로는 종합적인

2002

사이버보안 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

☐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제안 분석

○

(

·

분야별 주제별 입법경향) 일반적으로 최근 의회에서 제안된 사이버보안 관련

법들은 대게 아래의

개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아래의 주제에 관한

10

현행법의 수정이 제안되었으나 제112대 의회에서 사이버보안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는 하원, 상원 및 백악관은 관련법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위에 명시된 주제의 대부분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해 상당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번호
1
2
3

4

5

6

9)

주제
국가 전략 및 정부의 역할
(national strategy and the role of government)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의 개혁 (reform of FISMA)
중요 기반시설의 보호(특히 전력망과 화학 산업)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정보 공유 및 부문 간 협력
(information sharing and cross-sector coordination)
금융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절취 또는 노출로 이어지는 법 위반
(breaches resulting in theft or exposure of personal data such as financial information)
사이버범죄 위반 및 처벌 (cybercrime offenses and panalties)

회 의회(2013년~2014년),

113

회 의회(2011년~2012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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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7

☐

(privacy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8

국제적 노력 (international efforts)

9

연구개발 (R&D, research and develoment)

10

사이버 보안 인력 (the cybersecurity workforce)

112

○

대 및

113

대 의회에서의 입법제안

상원) 상원은 2년 간 국토안보 정부위원회

10)

(

제안(Cybersecurity

S.773

Act

of

2009)),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111대에서

그리고 기타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합성하여 종합적인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

년

2012

2012,

『

월 상원에서 발의된

2

S.2105)

대한 대안으로서

Technology

(Cybersecurity

Act

of

은 위원회들이 제안한 내용과 기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었으며,

본 법안 대한 수정안(CSA2012,

Enhancing

』

년 사이버보안법

2012

S.2151

의 수정안인

Cybersecurity
Act

of

S.3414)

by

2012,

Using

S.3342)

『

은

2012

년

SECURE

Research,

7

IT

월에 발의되었는바, 이에

』

Act

(Strengthening

Education,

Information,

and
and

도 발의했으나 표결에 부치는 것에 실패한

바 있다.
-

○

상원은
(

대 의회에서 다시금 사이버보안 법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3

하원) 하원의 경우

Republican

년

2011

Cybersecurity

월 하원 공화당 ‘사이버보안 태스크포스’(House

10

Task

가 하원 위원회에서 사이버보안 법안을

Force)

마련할 때 활용하도록 일련의 제안서(태스크포스 보고서:

를

Task Force Report)

발간한 바 있다.
-

동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제안들의 일부를 담은 여러 하원 법안들이
발의되어 그 중

10)

대에서

111

4

개 법안은

S.3480(Protecting

2012

Cyberspace

Cybersecurity and Internet Freedom Act of

년

as

4

a

2011)

월23일

National

州 하원을 통과하였다
Asset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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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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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통과 법안 (4개)
- ‘사이버보안 증진법’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1: H.R.2096)은 연방 사이버
보안 R&D 및 기술 표준의 개발을 규정
- ‘사이버정보 공유 및 보호법’ (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H.R.3523)
은 비밀 정보 공유를 포함한 정보 공유 및 협조에 대해 조명
- ‘미국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 발전법’ (Advancing America's Networking and In
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of 2012: H.R.3834)은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분야의 R&D를 규정(보안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음)
- ‘연방 정보보안 개정법’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Amendments Act of 2012: H.R.42
57)은 FISMA 개혁을 규정

○ 위 법안은 모두

년 4월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13

하원을 통과하였다.

대 의회에서 재발의 되어

113

12)

※ 재발의 법안 특징
ㆍ모든 법안은 범기관 정보 보안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독립적 보고, 프로
그램 효율성 및 약점 보고에 대한 요건을 규정
ㆍ모든 법안은 자동화 모니터링을 포함한 기관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건 규정
ㆍ모든 법안은 사이버보안 표준 개발에 NIST의 책임을 규정함.
- H.R. 1163: 표준을 반포하는 OMB의 현 책임을 유지
- S. 2105, S. 2151, S. 3342, S. 3414 및 White House Proposal : 책임을 상무부장관으로
이전시키도록 규정
- H.R. 1163 : 연방 정보보안 정책을 감시하고 기관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OMB의

현 책임을 유지하도록 규정
ㆍS. 2105, S. 3414 및 White House Proposal은 정보보안정책 권한 및 기능을 OMB11)로부터
DHS로 이전하도록 규정. OMB는 이미 몇몇 권한을 DHS에 행정적으로 위임하였고 Task
Force Report는 그러한 접근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바 있음. 반면에, S. 2151과 S. 3342는
그러한 책임을 상무부장관으로 이전하도록 함. 그러나 그 어떤 제안도 상무부장관이나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기관 정보 보안 계획은 승인 또는 불승인할 권한을 주지는 않고,
오로지 H.R. 1163만이 회계 관리책임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 권한을 사용할 OMB의 현
권한을 명시적으로 유지시킴
ㆍS. 2105, S. 3414 및 White House Proposal은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침임 감지, 대응조치의
사용, 기관들의 통신 및 기타 시스템 트래픽에 대한 접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기관에
지시할 권한, 임박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기관의 시스템을 모호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행동할 권한 등 새로운 보호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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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안의 쟁점별 분석

○

(

특징)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들은 다양한 쟁점별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① 연방 시스템 보호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권한 ② 사이버보안
인력 ③ 연구 및 개발 ④ 연방정보 보안관리법
개혁 ⑤ 민간보유
중요 기반시설의 보호 그리고 ⑥ 정보공유 쟁점들에 대한 접근을 분석 등을

여러 쟁점 중

-

,

,

,

(FISMA)

,

말한다.

○

연방시스템 보호에 대한 국토안보부(Department
DHS)

of

Homeland

Security,

의 권한

가 현재 연방정보시스템의 보호에 대한 매우 제한된 법적 책임만을 갖고

-

DHS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제안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Task
R.367414),

S.2105,

○ 사이버보안 인력
-

S.3414,

White

(Cybersecurity

House

Proposal15)

Force Report13),

H.

등).

Workforce)

최근 몇 년간 연방 및 민간부분 사이버보안 인력의 규모, 능력 및 준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으며 태스크포스 보고서부터 여러 법, 그리고 백악관 제
안에 걸쳐 관련 인력의 연방차원의 추가적 고용 및 보상 권한 부여, 차세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치 또는 보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제안입법

추가적인 연방 고용과 보상권한에 대한 규정

11)
12)

행정관리예산국(Office
Cybersecurity
Act(H.R.624),
Act of

House Proposal

of Management and Budget)

Enhancement

Advancing

Act

America's

of

2013(H.R.756),

Networking

and

Cyber

Information

2013(H.R.967),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Amendments

13)

태스크포스 보고서

14)

The

Promoting

-

and

DHS

Intelligence
Technology
Act of

Sharing
Research

and
and

Protection

Development

2013(H.R. 1163)

의 현재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공식화(formalize)를 제안

Enhancing

Cybersecurity

and

Ⅱ

Information

Sharing

Effectiveness

Act

of

2011

(The

Act)
2장(Title
:
정보 분석과 기반시설 보호(Information
새로운 DHS의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상원입법제안과 백악관제안은 HSA의 새로운 장(subtitle)을 추가하고자 함

PRECISE
Analysis
15)

Task Force Report, H.R.3674, S.2105, S.3414, White

Act)

-

HSA(Homeland

Security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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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

Task Force Report, H.R.756, H.R.967, S.2105, S.341

육프로그램의 정립 또는 강화

4, S.2151, S.3342

인력 수요에 대한 평가

H.R.756, S.2105, S.3414, S.2151, S.3342

공/사 부문의 인력 교환 근무의 사용

Task Force Report, White House Proposal

○ 연구 및 개발

(Research

-

and

Development)

사이버보안의 기초 지식 향상 및 새로운 해법과 접근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왔으며 , 이는
Research

and

2002

Development

년 사이버보안 연구 및 개발 법 (Cybersecurity
Act

in

2002)16)

이 통과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었다.
-

또한 정부 기관에 의한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관련

R&D

재정 지원은 대

부분 국방과 관련되어 있다.
-

기관에 연구 주제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자금제공(funding)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들은 다음과 같다.

DHS

H.R.3674, S.2105, S.3414

NIST

H.R.756, S.2151, S.3342

NSF

H.R.756, S.2105, S.2151, S.3414

복수기관 (Multiagency)

H.R.967, S.2105, S.2151, S.3342, S.3414

○

연방정보보안관리법(Federal
FISMA)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개혁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은

2002

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이전에 여러 법에 걸쳐

시행되어 온 것을 재정비하여 하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동 법은
보안운용이 아닌 절차 및 보고에 초점을 둔 점 , 법의 위임 사항에 관한

16)

이 법은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의한 사이버보안 R&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NIST(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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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터넷 법제동향

기관의 해석이 불일치한다는 점, 정부 기관 내 및 기관 간 법 준수를 강제
하기 위한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

대 의회에 제안된 일곱 개의 법안은 현재의 틀을 대부분 유지하는 선에서

112

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다(Task

FISMA
S.3342,

S.3414,

White

House

○ 민간보유 중요 기반시설
-

Report,

H.R.1163,

S.2105,

S.2151,

등).

Proposal

(Critical

연방정부는 중요 기반시설을

Force

Ifrastructure,

CI)

의 보호

개 부분 으로 확정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민간

16

17)

부분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하는 중요 기반시설의 보호에
있어서의 연방의 역할은 사이버보안 법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 이 쟁점에 대해서는 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험을 다루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광범위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과연 연방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 정보공유
-

(Information

Sharing)

사이버 위협, 공격, 취약성 및 사이버보안의 기타 측면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
(barriers

to

the

sharing

of

은 오랫동안 정보 시스템의 효과적인

information)

보호에 대한 상당한 장애가 되어왔다는 점은 인식되어왔으며, 특히 중요 기반
시설(CI)에 대해 이런 인식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법적 장벽, 책임과 오용에 관한 우려,
거래 비밀 및 기타 기업 정보의 보호, 제도적 및 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17)

화학(Chemical),
상업시설(Commercial
Facilities),
통신(Communications),
중요
제조업(Critical
댐(Dams), 방위산업기지(Defense Industrial Base), 응급 서비스업(Emergency Services), 에
너지(Energy),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식량과 농업(Food and Agriculture), 정부시설(Government
Facilities), 의료 및 공중위생(Healthcare and Public Health),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핵원자로,
핵자재, 핵폐기물(Nuclear Reactors, Materials, and Waste), 수송 체계(Transportation Systems), 상수와 폐
수체계(Water and Wastewater Systems) -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Manufacturing),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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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제안들은 동시에 우려를 가져왔으며,
몇몇 우려는 현재 공유를 방해하는 장벽의 존재 이유-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 언론의 자유, 사이버보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

대 의회에 제안된 법들은 정보공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112

내용

법
Task Force Report18), H.R.367419), S.2105, S.341420),

정보 공유 주체 신설

S.2151, S.334221), The White House Proposal22)
The Task Force Report, H.R.624, S.2105, S.2151,

기밀 정보 공유 관련 규정의 신설

S.3342, S.3414

민간부문 기관에 의한 및 민간부분 기관과의 정보

H,R,624, S.2105, S.2151, S.3342, The White House

공유를 위한 당국의 설치

Proposal
The Task Force Report, H.R.624, S.2105, S.2151,

공유된 정보의 공개 제한

S.3342, S.3414

정부의 정보 사용을 특정 목적으로 제한

S.3342, S.3414, The White House Proposal

프라이버시 및 시민적 자유의 보호를 제공

-

113

S.3342
The Task Force Report, H.R.624, S.2105, S.2151,

정보 공유에 대한 책임 제한

☐ 참고

The Task Force Report, H.R.624, H.R. 3674, S.2151,

The Task Force Report, H.R.624, H.R. 3674, S.2105,
S.2151, S.3342, S.3414, The White House Proposal

대 의회의 사이버보안(Cyb ersecurity) 관련 제안 입법안 정리

단계

하원

제안단계
(introduced in House)

법률안명
Excellence in Cybersecurity Act
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민간영역과 정부기관 사의의 사이버보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비정부 정보교환소를 설립하도록 함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The Department the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의 설립(Subtitle E)
20) 미국과 그 외의 국가에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절차를 정립하도록 함
21) 기존 정부기관에서 정보의 교환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나열
22) 국토안보부의 기능중 하나로 정보 공유를 만듦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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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ecurity Education Enhancement Act of 2013
SECURE IT
Planting STEM in the Classroom Act
SMART SALE Act of 2013
Cyber Warrior Act of 201
Cyber Economic Espionage Accountability Act
상원에 회부
(referred in senate)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3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3
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하원 통과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Act, 2014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4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and 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13
Cybersecurity and American Cyber Competitiveness Act of 2
013

상원

제안단계

Cyber Warrior Act of 201
Cyber Economic Espionage Accountability Act
Secure Chemical Facilities Act

상하원

상원하원 모두 통과

Consolidated and Further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13

※ 참고문헌
http://www.fas.org/sgp/crs/natsec/R42114.pdf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12/presidential-policy-directive-critical-infrastru
cture-security-and-resil
http://bipartisanpolicy.org/sites/default/files/Public-Private%20Information%20Sharing.pdf
http://thomas.l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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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3

검색엔진(S earch

Engines)

의

유료등록(Paid

등 검색결과 및 광고노출 가이드라인 개정(2013.6.24)

Listing)

☐ 개요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유료등록 광고의 구별에 관한

2002

Commission,

FTC)

가 실제 검색 결과와

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주요 검색엔

진들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관련 기업들에게
발송하였다.

○

(2013.

6.

24)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Yahoo!

·

AOL,

·

Ask.com,

Bing,

Blekko,

DuckDuckGo,

Google,

를 비롯, 쇼핑 여행 지역정보 등에 특성화 되어있는 사이트들, 소비자

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검색엔진들 중 트래픽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검색엔진에 서한의 형태로 발송되었다.

17

개

23)

☐ 배경

○

(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는

Commercial

Alert

검색 결과에

“

2001

년

6

월, 오레곤

州

포틀랜드 소재의 소비자단체

에 항의(complaint) 서한을 제출하여 검색 엔진들이

FTC

추천(recommended) 사이트” 또는

주요(featured) 사이트”라는

“

이름으로 광고 링크를 걸어둠으로써 소비자들을 계속 오도해오고 있다며,
검색 엔진들의 이러한 검색 결과 내 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지 않는
행태가 연방거래위원회법(The
이라 한다)

15

U.S.C.

§

Federal

45(a)(1),(1)

의

Trade

Commission

Section

5

를

24)

Act,

이하

법’

‘FTC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한편 FTC는 해당 17개 검색 엔진의 명단을 밝히지 않았으며, 트래픽을 통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역시 공
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 FTC법의 Section 5 에서는 상거래 내에서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 또는 실
행을 금지하고 있다. 표현, 누락, 또는 행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오도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 FTC는 이를 기만(deception)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offdale Associates, Inc.에 대한 기만관련
FTC 정책지침서(Policy Statement on Deception, appended to Cliffdale Associates, Inc.), 103 F.T.C. 110,
174 (1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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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서한을 접수한

는 이후 약

FTC

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11

년 검색

2002

엔진들이 검색 결과의 유료등록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2002년 가이드라인 )을 발표,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FTC

는 항의 서

한에 명시되었던 사이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유료등록 여부를 표시하는 절
차를 밟아나가고 있음을 들어 다른 규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 최근

는 이러한

FTC

compliance)
results)

25)

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음(decline

2002

을 확인하였고, 검색 엔진들이 자연적 검색 결과들(natural

in

search

로부터 광고를 구별해두기 위해 사용하는 특성들(features)이 갈수록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FTC

의 서한에 따르면

는

FTC

SEOBook

의 자료를

26)

통해 검색 이용자의 약

절반 정도가 상단 광고와 자연적 검색 결과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고,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행한

2005

년 조사를 통해 검색 이용자들 중

결과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 오직

18%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실

27)

○ 이번
2002

62%

Research

Center)

에서 진

가 유료/무료(paid/unpaid)

의 이용자들만이 이를 언제나

등을 인지하였다.

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온

FTC

년 가이드라인의 개정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검색마케팅사업 관련 단체인 검색엔진마케팅협회(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는 지난

SEMPO)

2012

년 말,

Search Engine Marketing

여년 동안 검색사업 환경이 크게

10

바뀌었음을 지적하며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제안한 바 있다.
25)

26)

조사 결과 항의서에 지목된 7개의 검색엔진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트가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SEOBook,

Consumer

Ad

Awareness

in

Search

12

Results,

개의 검색 사이트들 중
*2,

7-8

(Apr.

개의 사

11

15,

2012),

http://www.seobook.com/consumer-ad-awareness-search-results
27)

2005

년

월

1

confident,
Survey”)

의

일 발표된

23

satisfied

and

Pew

Internet

trusting

.

but

&

Am.

they

Life

are

Project,

also
ii,

Search

unaware

Engine

and

Users:

naive,

Internet

(“2005

Pew

Search

17.

http://www.pewinternet.org/Reports/2005/Search-Engine-Users/1-Summary-of-Finding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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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은 디지털 광고사업자들(digital

-

에 대한

advertiser)

라인 개정 노력의 일환으로, 닷컴 기업들의 정보공개(the
관한 가이드라인과 홍보 및 추천(Endorsements

의 가이드

FTC

에

Dot Com Disclosure)

and

Testimonials)

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주요내용

○

(

기본 원칙 유지)

FTC

는 검색엔진들이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방식들, 소비

자들이 이를 확인하는 기기들이 변하여 왔음에도 기본 원칙은

2002

년 검색

엔진 서한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

FTC

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통상 원하는 것은 검색키워드와의 연관성에 기초

하여 검색 결과를 보여주거나 배열하는 것으로

28)

부 혹은 일부 중 유료 등록(Paid

Listing)

,

그러한 검색 결과의 전

사이트를 노출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료등록사이트(광고)와 자연
적 검색 결과들을 명확하고(clearly) 분명하게(prominently) 구별하지 않는
것은 기만행위(a
-

따라서
search)

deceptive

practice)

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는 검색엔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들과 특화검색(specialized

FTC

과 같이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방식들을 점검할 것을 촉구하며,

광고를 명확하고 현저하게 구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 또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소셜 미디어

,

(voice

assistant

결과(specialized

on

mobile

devices),

모바일 어플, 모바일기기의 음성지원

일반적인 검색 결과에 통합된 특별검색

search results that are integrated into general search results)

등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획득하는데 새로운 방식들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8)

이와 관련하여 FTC는 검색엔진 사용자들 중 45%가 일부 검색 결과들이 유료로 등록된 것이거나 지원받
은 것일 경우 해당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사실을 인용한다. “2005 Pew Search Engine
Survey”의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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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검색이 현재 어떤 특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또는 미래에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인지에 상관없이 유료등록 결과 및 여러 광고 방식들은
자연적인 검색 결과들로부터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
하다.

○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특징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

광고 구별을 위한 시각단서(visual

cues),

특히 배경 음영(Background

Shading),

테두리(Borders) 관련 예시

· 그 목표가 분명히 광고들을 그러한 음영을 통해 구별해내려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광고를 둘러싸는 배경의 음영이 너무
“

“

덜 시각적(less

visible)”

거나

너무 선명하다(luminous)”는 점,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식별

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모니터와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는, 좀 더
알아보기 쉬운 배경 음영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

·

텍스트 레이블(text

labels)

이 광고의 상단 또는 좌상에 위치할 것

는 테두리나 배경과 같은 시각단서들 뿐만 아니라, 무엇이 광고인지 명료

FTC

하게 표현(use

unambiguous

language)

하는 텍스트 레이블(text

labels)

이

이용자들이 식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고, 이용자들이 보게 될 곳에 위치
해야 한다. 검색 엔진들은 보통 그러한 레이블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텍스트 레이블들을 광고의
위치시키고,
-

“

“

상단(in

front)”

이나

“

는

FTC

좌상(upper-left)”에

광고(ads)”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 특히 시리

(Siri)29)

와 같은 음성 인터페이스(voice

결과를 전달할 때에는

interface)

를 통해 검색 엔진

음성 인터페이스가 읽는 것이 광고인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그러한 알림을 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29)

siri서비스란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하면 연락처나 개인 일정 등을 알려주고, 웹상에서 검색 내용을 바탕
으로 날씨나 주가 등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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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듣고 이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볼륨과 억양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SNS

내부 검색 엔진으로의 적용 확대

·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검색 엔진의 종류를 불문한다

.

검색(Graph

Search)

따라서

의 그래프

Facebook

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예외 없이 적용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연적인(natural)”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만약 그러한 목록 전체 혹은 일부가 유료등록에 기초한 것
이라면 이를 ‘광고’로 구별해야 한다.

☐ 반응 및 평가

○

(FT C

견해 )

advertising

FTC

내 광고행위관련 부서의 부책임자 (associate

practices

with

the

FTC)

인 메리 엥글(Mary

director

Engle)

은

for

FTC

의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일반적인 권고사항으로만 받아들
이되 실제 광고를 구별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검색 엔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

(

기업체 견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검색엔진 관련 기업들은 이를

준수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구글 대변인은 로이터(Reuters) 통신사에
확하게 구별하여 밝혀두는 것(clear

“

유료 검색결과(paid

labeling

and

disclosure)

results)

를 명

은 중요하고, 우

리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였다.
-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

이 문제가) 업계의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는 검

색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매우 심각하
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있어

○

(

Bing

FTC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소비자들이 검색에

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견해) 한편

기자는 이번

FTC

searchengineland.com

의 대니 설리반(Danny

Sullivan)

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검색 엔진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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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의의 노력(a

good

faith

effort)”

에 기대고 있다며

“

과연

FTC

의 의도대로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인 입장을 취했다.

※ 참고문헌
http://news.cnet.com/8301-1023_3-57590987-93/ftc-to-search-engines-make-it-clear-which-resultsare-ads/
http://news.cnet.com/2100-1023-940598.html
http://www.ftc.gov/opa/2013/06/searchengine.shtm
http://www.ftc.gov/os/2013/06/130625searchenginegeneralletter.pdf
http://www.ftc.gov/os/closings/staff/commercialalertletter.shtm#N_2_
http://www.commercialalert.org/PDFs/SearchEngines.pdf
http://searchengineland.com/ftc-search-engine-disclosure-164722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2013/jun/26/google-yahoo-bing-ftc-advert-labelling
http://www.bloomberg.com/news/2013-06-26/ftc-tells-google-led-search-providers-to-distinguish-ad
s-clear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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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싱대책협의회, 피싱 대책 가이드라인

4

2013

년판 발표(2013.6.7)

☐ 개요

○ 일본의 금융기관과 인터넷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된 피싱대책협의회는
6

-

월

17

일

“

피싱 대책 가이드라인

2013

년

2013

년판”을 발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사칭한

이나 가짜 웹사이트를

E-mail

통해 개인정보를 사취하는 “피싱”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금융
기관 등의 사업자나 일반이용자가 지켜야할

“

요건”을 총

55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일반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추가 내용
-

올바른

“

URL

확인(요건

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는

43)”

이용자카드나 청구서 등에서

URL

을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권고하였다.
-

자물쇠 표시 확인(요건

“

에서는 웹브라우저에 암호 등을 입력하기 전에

45)”

암호화 통신이 유효함을 나타내는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

“

일반사용자계정을 이용하여 사용자 계정 제어 기능을 활용할 것(요건

51)”

에서는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관리자 계정”(Administrator 등)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대한 변경이 제한되어 보안수준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반사용자계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 사업자 대상의 가이드라인
-

“

사업자에 대한

NG

모음”을 추가하고, 금융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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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지 사항을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메일의 양식이
제각각이면 이용자가 사기 메일인지 진짜 메일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메일 양식을 최대한 통일하여 평소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피싱 대책 가이드라인 2013년판”의 주요 내용
○ 서비스 사업자의 피싱사기대책
- 해당 항목에서는 피싱사기의 표적, 즉 피싱 사이트를 설치되어 이용자의 계정 정보
등을 착취당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유의해야 하는 대책,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대응사항의 각 요건은 중요도에 따라 실시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 실시를
추천하는 것에 ○, 필요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것에 △를 각각 표기하고 있다.
1. 피싱사기피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 이용자가 정규 메일과 피싱 메일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대책
【요건1】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메일에 전자서명을 부여할 것
【요건2】 외부송신용 메일서버를 송신 도메인 인증에 대응시킬 것
【요건3】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메일에는 정형적인 양식을 이용할 것
【요건4】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메일은 TEXT형식으로 할 것
【요건5】 이용자에게 메일을 송신하는 상황 및 내용을 주지시켜 둘 것
㈏ 이용자가 정규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대책
【요건6】 웹사이트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요건7】 웹사이트의 정당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화면일 것
【요건8】 중요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는 SSL/TLS로 보호할 것
【요건9】 웹사이트 운영자의 연락처 및 가이던스 등,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
할 필요가 있는 페이지는 SSL/TLS로 보호할 것
【요건10】 정규 웹사이트의 도메인 내 설치 서버의 안정성을 확인할 것
【요건11】 인증 시스템이 허용하는 정책을 이용자에게 나타낼 것
【요건12】 정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이용자에 대한 위험 상황을 표시할 것.
【요건13】 인증화면에는 이용자 개별의 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피싱사기 피해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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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14】 자산의 이동에 한도액을 설정할 것
【요건15】 자산의 이동시에 이용자에게 통지를 행할 것
【요건16】 정규 웹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단말을 제한할 것
【요건17】 휴대전화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의 선택제로 할 것
【요건18】 기밀정보를 변경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재차 인증을 요구할 것
【요건19】 중요정보의 표시에 대해서는 제한을 행할 것
【요건20】 패스워드를 브라우저에 보존하는 것을 금지할 것
【요건21】 접속 이력의 표시 - 이용자가 그 사이트로의 과거 접속이력(복수회(複數
回))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접속이력에는 접속시각, 시간, 접속원IP어드레
스를 포함시킬 것.
【요건22】 특별한 인증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특유한 취약점에 대한 대
책을 세울 것
【요건23】 정규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의 인증에는 복수요소인증을 이용할 것
㈑ 도메인 네임에 관한 배려사항
【요건24】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 명칭으로부터 연상되는 도메인 네
임을 이용할 것
【요건25】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유사 도메인 네임을 미리 등록해 둘 것
【요건26】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과 용도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주지시킬 것
【요건27】 도메인 네임에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문자를 넣지 않을 것
㈒ 조직적인 대응체제의 정비
【요건28】 피싱사기 대응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조직편제로 할 것
【요건29】 피싱사기에 관한 보고창구를 설치할 것
【요건30】 피싱사기 발생시의 행동계획을 책정할 것
【요건31】 피싱사기 및 대책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집할 것
【요건32】 피싱사이트 폐쇄체제의 정비를 해둘 것
【요건33】 피싱사이트 접속방지체제의 정비를 해 둘 것
㈓ 이용자에 대한 계발활동
【요건34】 이용자가 실시해야 하는 피싱사기 대책계발활동을 행할 것
【요건35】 피싱사기 발생시의 이용자와의 통신수단을 정비해 둘 것
2. 피싱사기 피해의 발생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대책
【요건36】 웹사이트에 대한 수상한 접속을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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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37】 피싱사기 검출 서비스를 활용할 것
3. 피싱사기 피해가 발생해버린 때의 대책
피싱 피해에 대한 특유의 대응 활동으로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의
“테이크 다운(폐쇄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사업자 자신이 테이크 다운을 시도
피싱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 피싱 사이트가 속한 IP 주소
블록을 관리하는 ISP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셔30)가 제3자의 Web
서버에 부정 접속하여 피싱 사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피싱 사이트 관
리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제3자로부터 갑자기 연락받은 것이
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
- ISP가 일본 국내 사업자라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화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차 문제 때문에 E-mail을 추천.
- 테이크 다운 요청을 서비스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경우에도, 병행하여 JPCERT 코
디네이션 센터(이하 JPCERT/CC), 또는 해외의 ISP라면 현지 CSIRT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다수의 ISP는 사고대응기관과의 연락채널을 가지고 있으
며, 서비스 사업자로부터의 연락보다 사고대응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이 더 원활하
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
㈏ 전문기관에 테이크 다운을 의뢰
- 일본에서는 JPCERT/CC에서 피싱 사이트의 테이크 다운 요청을 받고 있음.31)
㈐ 피싱사기 피해대응 서비스 사업자에게 테이크 다운을 의뢰
- 피싱사기 피해를 대비하여 피싱 피해대응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을 해두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테이크 다운을 의뢰함.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요청접수시간
이 24시간 365일일 것, 지역을 불문하고 대응해 줄 것, 기밀유지에 관한 체제가
검증되어 있을 것, 피싱 사이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이 중요.
㈑ 피싱 피해 발생 후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름.
① 피싱 피해의 발견 : 발견상황, 통보내용의 기록, 긴급연락망의 파악, 대응역할의
파악
② 피해 상황의 파악 : 피싱사이트를 조사하여 실제로 피해가 날 위험성은 어느정도
인지를 판단함, 피싱사기 발생의 확정, 관계자에 대한 연락
③ 피싱 피해 대응활동 : 피싱 사이트 폐쇄, 피싱 메일에 대한 주의 권고, 관계기관
에 연락, 보도발표
④ 발생한 피싱 피해 회복 조치 : 신용카드번호, 온라인뱅킹계정의 사취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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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금전적 피해의 상황 파악, 피해확대 억제활동 실시
⑤ 사후 대응 : 사후처리, 개선, 재발방지 등을 체제나 대응절차서 등에 반영
○ 서비스 이용자의 피싱사기대책
1. 피싱사기에 대한 대비
㈎ 수상한 메일을 구분할 것
【요건38】 기밀정부의 입력을 요구하는 메일을 신용하지 않을 것
【요건39】 메일에 기재된 발신인 명칭을 신용하지 않을 것
【요건40】 수상한 메일의 판단기준을 숙지할 것
【요건41】 안전한 메일 서버를 활용하거나 유사성평가에 의한 피싱 메일 판별기능을
활용할 것
【요건42】 링크에 접속하기 전에 정규 메일인지를 확인할 것
㈏ E-mail 본문 속 링크의 취급
【요건43】 올바른 URL인지를 확인할 것
【요건44】 E-mail 본문 속의 링크에는 원칙적으로 접속하지 않을 것
【요건45】 자물쇠 표시를 확인할 것
【요건46】 서비스 사업자로부터의 통지 메일 형식을 텍스트 형식으로 설정할 것
【요건47】 링크된 사이트에서 기밀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서
비스 사업자에게 진위를 확인할 것
㈐ 컴퓨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건48】 최신 보안 패치를 확실히 적용할 것
【요건49】 보안 대책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것
【요건50】 웹브라우저에 피싱 사이트 판별 기능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요건51】 컴퓨터를 이용할 때 표준사용자계정을 이용하여 사용자 계정 제어 기능을
활용할 것
【요건52】 URL 필터링을 활용할 것
㈑ 계정 정보의 관리
【요건53】 계정 ID/패스워드는 서비스 사업자별로 설정할 것
【요건54】 계정 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것
【요건55】 모든 계정에 관해서 긴급연락처를 파악해 둘 것
○ E-사업자에 대한 NG모음
1. 서비스 제공자 체제의 불비
- 이용자로부터의 통보․상담창구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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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발생시의 대응방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 서비스․시스템 개발시에 보안확보 유지․운용 및 비용에 대한 고려가 희박
- 이용자에 대한 계몽을 행하지 않음
2. 이용자에게 메일 송신시
- 메일 양식이 제각각, 이용자에게 ID나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서비스 운영
3. 웹사이트 운용
- SSL/TLS 통신(https 통신)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음
- 로그인 ID나 패스워드 문자열의 제한이 부주의하게 느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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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피싱 행위는 미끼가 되는 E-mail을 기안하는 자, 전자 메일을 보내는 자, 피싱 사이트를 설치하는 자 등
복수의 행위자의 행위로 구성됨. 피셔는 그 일련의 행위자들 모두를 의미.

31) https://www.jpcert.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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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10

page)

제1조(대상)
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있어서 범죄의 개념정의와 제재의 최소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이러한 범죄의 방지를 원활히 하고 사법기관과 그 밖의 관할 기관 사
이의 협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조 (개념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a)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수에 의
해서 컴퓨터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단일 장치 또는 다수의 장치들 그리고 이들
장치의 운영, 사용, 보호, 유지의 목적으로 저장, 처리, 호출 또는 전달되는 컴퓨터데
이터를 말한다.
b) ‘컴퓨터 데이터’(computer data)란 정보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된 사실, 정보 또는 개념의 모든 표현들을 의
미한다.
c) ‘법인’(legal person)이란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국가 또는 그 밖의 공법상의
단체와 공법상의 국제기구를 제외한 현행법에 의해서 지위를 부여받은 권리주체를
의미한다.
d) ‘권한없이’(without right)란 접근, 공격, 데이터의 가로챔 또는 시스템 또는 일부 시스
템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보유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았거나 개별 국가의 법률규
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언급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안전조치를 침해하여 정보시스템의 전체 또는 일부에 고의로 권한 없이 접근하고 사안
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국은 적어도 형사처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제4조 (시스템의 불법 접근)
정보시스템의 기능의 중대한 방해나 장애가 고의로 권한 없이 컴퓨터데이터의 입력, 전
달, 손상, 삭제, 침해, 변경, 은닉 또는 접근불능(사용불능)으로 야기되었고 사안이 경미하
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국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데이터의 불법 접근)
정보시스템의 컴퓨터데이터의 삭제, 손상, 침해, 변경, 은닉 또는 접근불능이 고의로 권
한없이 발생하고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적어도 형벌로 처벌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제6조 (데이터의 불법 가로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컴퓨터데이터의 저장매체인 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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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포함하여 정보시스템에 있거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또는 정보시스템 내부에서 비
공개 컴퓨터데이터의 전달을 권한 없이 가로채는 행위는 그것이 고의로 권한없이 발생
하고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적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범행도구)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기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수단들을 제작, 판매,
사용목적의 취득, 수입, 배포 또는 그 밖의 이용은 그것이 고의로 권한 없이 행해지고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국은 형사처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특히 제3조 내지 제6조의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준비되어 있는 컴퓨터프
로그램.
b) 컴퓨터시스템 전체 또는 그 일부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패스워드, 접근코드
또는 유사한 데이터.
제8조(교사, 방조 및 미수)
1. 제3조 내지 제7조의 범죄를 위한 교사 또는 방조는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4조와 제5조의 범죄는 미수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재)
1. 회원국은 제3조 내지 제8조의 범죄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고 위축적인 형사제재로서
위하되는 것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3조 내지 제7조의 범죄는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최저 2년 이내의 자유형
으로 위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특히 정보시스템을 손상하도록 유인하거나 준비된 제7조 제1항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의 정보시스템이 손상되고 제4조와 제5조의 범죄가 고의로 행해진 경우 적
어도 3년의 자유형으로 처벌되도록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 제4조와 제5조의 범죄는 최고 5년의 자유형을 처벌되도록 회원국
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범죄들이 기본결정 2008/841/JHA에서 규정한 범죄 단체와 관련하여 거기에 언급된
형량에도 불구하고 범해진 경우,
b) 중대한 손해가 야기된 경우 또는
c) 주요기반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범해진 경우.
5. 제3자의 신뢰를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관련 데이터를 남용하여 정당한 ID
소유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행위는 국내법과 일치하게 제4조 및 제5조의 범죄의 범행
시 가중적 정상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회원국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가중적
정상이 이미 국내법에서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법인의 책임)
1. 혼자서 또는 법인의 기관의 일부로서 행위하고 법인 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종
업원이 다음 각 호를 근거로 제3조 내지 제8조의 범죄를 법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법인의 대리권.
b) 법인의 명의로 결정할 권한
c) 법인 내에서의 통제권한.
2. 제1항에 언급한 자의 감시 또는 통제의 부재로 그의 지배하에 있는 자가 법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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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3조 내지 제8조의 범죄가 범해진 경우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법인의 책임은 제3조 내지 제8조의 범죄에서 행위자, 교사자
또는 방조자인 자연인의 형사소추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12조(법인에 대한 제재)
1. 제11조 제1항에서 책임을 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비례적이며 위축되도록 질서위반금
이나 벌금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제재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공적 기부금이나 원조의 배제
b) 거래활동의 수행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
c) 법관의 감독
d) 법관의 명령에 의한 청산절차의 개시 또는
e) 범죄행위를 위해 이용된 시설의 일시적 또는 최종 폐쇄.
2. 제11조 제2항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위축적인
재제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법원의 관할)
1. 모든 회원국은 다음의 각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에 언급된 범죄를 위한 관할을
설정한다.
a) 이것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그 일부에서 범해졌거나
aa) 자국의 국적자에 의해서 범해졌고, 적어도 그가 행위를 한 장소에서그 행위가 범죄
가 되는 사례인 경우.
2. 제1항 a)에 의해서 관할이 설정되는 경우, 모든 회원국은 관할이 다음 각 사례들에도
확대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a) 정보시스템에 대한 범죄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또는 외에서 행해지기를 원했는지와
상관없이 행위자가 범행시에 물리적으로 이 회원국의 영토에 체류하는 사례 또는
b) 행위자가 범행시에 물리적으로 이 회원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었는지와 상관없
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범죄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행해진 사례.
3.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 외부에서 범해진 제3조 내지 제8조에 의한 범죄에 관한 그 밖
의 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결정을 EU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 예를 들어
a) 범죄자의 영토에 그의 일상적인 체류지가 있거나
b) 자신의 영토 내에 정주한 법인을 위하여 범죄가 행해진 사례.
제14조 (정보교환)
1. 제3조 내지 제8조에 의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회원국은 실효성 있
는 국내의 연락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7일 24시간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실효
성 있는 연락처의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긴급한 요청의
경우 최대 8시간 이내에 적어도 지원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언
제 이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제3조 내지 제8조의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자신의 연락처를 보고한
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다른 회원국과 EU의 관할 전문 관청에 다시 전달한다.
3. 회원국은 제3조 내지 제6조에 언급된 범죄의 신고가 관할 국가의 관청에 지체없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합한 신고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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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5조(통제와 통계)
1. 회원국은 제3조 내지 제7조의 범죄에 대한 통계데이터의 기록, 작성, 제공을 위한 시
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제1항의 통계데이터는 적어도 회원국에서 수집한 제3조 내지 제7조의 범죄 수치와
제3조 내지 제7조의 범죄로 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수치에 관한 기존의 데
이터를 포함한다.
3.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본 조의 기준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EU집행위원회에 전
달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통계보고서를 병합한 요약서를 발간하고 관할 전문 관청에
전달한다.
제16조 (기본결정 2005/22/JHA의 대체)
2005년 2월 24일의 정보시스템 공격에 대한 기본결정은 국내법의 기본결정의 전환을
위한 기간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의무와 상관없이 이 지침의 수용에 참여하는 회원국에
게는 대체된다,
이 지침의 수요에 참가하는 회원국과 관련하여 2005년 2월 24일의 정보시스템 공격에
대한 기본결정의 준용은 이 지침의 준용으로 대체한다.
제17조 (전환)
1. 회원국은 이 지침의 공포 후 2년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을 발효시켜야 한다.
3. 회원국은 이 지침에서 기인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전환하기 위한 국내 법률규정의 문
언을 EU집행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4. 이 규정들이 공포되는 경우 회원국은 규정 자체에서 또는 공식적인 발간을 통하여
이 지침을 수용한다. 회원국은 수용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제18조(보고서 작성)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지침의 공포 후 4년 이내에 회원국이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어느 정도 취했는지를 보고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입법
제안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또한 사이버범죄, 특히 이 지침의 적용
영역과 관련하여 기술적 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효력)
이 지침은 EU의 공보에 공표된 후 20일이 되는 날에 발효된다.
제20조 (수범자)
이 지침은 협약에 따라서 회원국을 수범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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