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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

1

악성프로그램의 감시 제거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정수성 의원 대표발 의 ,
2 0 1 3 .8.1)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며 피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신사 및 결제 대행업체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실정임.

○

특히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는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용 한도액을 증액해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있음.

○ 이에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
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로 인한 결제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 사기 등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성프로
그램의 감시·제거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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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통신과금서비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58조
제3항).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향후 통신
과금서비스 최고한도액을 변경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최고한도액에 대한 통신
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신설).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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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제출(정부 발의, 2013. 8.21)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
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원칙 허용 안 제 조
(

-

4

)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판단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도록 함.

○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안 제 조의
(

-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

2

신설)

년으로 하고 갱신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3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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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 안 제
(

-

조의2 신설)

18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해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신분변동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

-

공인인증기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정보자료를 요청
하여 가입자의 사망ㆍ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의 배상책임
명확화(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
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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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 방식을 변경
3

하는 정보통신망법

□ 소관부처

:

개정안 국회제출(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3.8.21)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발생한 크고 작은 인터넷 침해사고 해킹 는 해당 기업의
(

)

늑장 신고 및 대응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누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피해 국민을 비롯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현행법은 개인정보 누출 등이 발생할 시 이를 이용자 및 관계 기관에게 통지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고 기한이

“

지체 없이”로만 표현되어

있어 그 시한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해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득이

24

24

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시한을 명시하고

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
조의3 및 제76조제1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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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4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부처

:

2013.8.26)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

‘

외과병원’을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외과병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 야후 등에
·

“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

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제2
항 및 제7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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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집행위원회,

EU

온라인 지불서비스에 관한 규정

새로 도입 및 개선

1
(2013.7.23)

☐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의 결제시장을 역내시장에 적합하게 하고

2013.07.23 EU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결제서비스에 관한

2

의

EU

개의 규정(결제

서비스 및 인터넷뱅크 수수료)을 가결하였다.
-

개별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결제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결제서비스지침 의 개정안

1)

-

국내 결제시장 사이의 중요 장애를 제거하고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결제과정을 위한 인터뱅크수수료에 관한 규칙 의
개정안

2)

□ 배경 및 경과
○ 제정경과 지불서비스지침
(

)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3)

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지급결제서비스를 규율하는 것을

은 유로존

2007

년

월에

11

제정되었다.

1)

Proposal

for

services

in

a

DIRECTIVE

the

internal

OF

market

THE

EUROPEAN

and

amending

PARLIAMENT

Directives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 COM/2013/0547 final 2)

Proposal

for

a

REGULATION

interchange fees for
3)

THE

EUROPEA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in the interne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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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13/0264

PARLIAMENT

card-based payment transactions. COM/2013/0550

Directive 2007/64/EC of
services

OF

AND

2002/65/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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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과정 및 결론) 지불거래에 관한

(

의 기본 규정(지불서비스 지침 등)

EU

들의 심사내용과 집행위원회의 그린북에 대한 입장,

2012

년 ‘카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지불(결제) 시장을 위한 통합(단일)된 유럽시장(Towards

an

integrated

의

European

market

for

cards,

internet

and

mobile

payment)’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지불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또한 지불서비스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불거래를 위한 법적 틀(legal

frame)

은

효과적인 유럽의 지불시장의 필요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고 시장의 경쟁,
혁신 및 안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
○

결제서비스 지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침의 목적) 새로운 지불서비스지침(Payment

EU

Services

Directive,

PSD)

은

의 지불 시장에 중요하고 새로운 요소를 도입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지침은 자동이체 및 계좌이체, 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의 규제 및
감독 , 이용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 지
불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허가 및 등록, 이용자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간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율한다. 그 중에서도 전자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에게 피해의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

제3의 지불서비스제공자 출현에 따른 적용범위의 확대) 지침

(

의

2007/64/EC

도입 이후 새로운 유형의 지불 서비스가 인터넷 지불 영역에서 등장하였다.
특히 ‘제3의 지불서비스제공자(third

party

provider)’

가 출현하였는데, 이 제

공자는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거래될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소위 ‘지불유발서비스’ 를 제공한다.
4)

-

제3의 지불서비스 제공자는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카드
지불을 대체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비록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온라인

4)

지불유발서비스’는 신용거래나 직접 현금을 기초로 인터넷 지불을 유발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의 웹사이트와
소비자의 온라인 뱅킹 플랫폼 사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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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3 지불서비스제공자는 현재 지침

2007/64/EC

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지침

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소비자보호, 안전성,

2007/64/EC

책임은 물론 경쟁과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일련의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

(

지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이 지침은 온라인지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

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불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인다. 지침은 소위 지불유발
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s)

를 도임함으로써 이 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불유발서비스는 소매업자와 구매자의 은행 사이에 신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자적 지불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 서비스 운영자는 다른 지급결제기관과 같이 이제 동일한 정도의 규제
기준과 감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은행과 다른 지불결제기관은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불결제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고객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비자보호) 본 지침의 적용을 통해 소비자는 사기, 남용 그 밖의 문제(논쟁이

(

있거나 하자가 있는 지불을 한 경우)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자동적인 카드
결제가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의 손해는 앞으로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고
유료를 넘지 않게 될 것이다(현재
-

EU

와 비EU

:

EU

150

50

유로)

역외로의 송금 및 금융거래의 경우 그리고

EU

화폐가 아

닌 것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의 권리는 본 지침을 통해 강화된다.

□
○

인터뱅크수수료에 관한 규칙
(

주요내용

인터뱅크수수료의 추가 징수 불가)

인터뱅크수수료에 관한 규칙

은 소비

자가 자신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지불결제로부터 보호되
고 이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는 징수할 수 없다. 이러한 추가수수료는 일부의
판매자로부터 카드지불을 위해서 징수되고 특히 항공권의 구입 시 실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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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인터뱅크수수료에 한계
가 있게 되면, 카드결제 시 판매자의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리하
여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

(

인터뱅크수수료 상한 적용)

22

개월의 경과 기간 동안 인터뱅크수수료의

상한은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 국경을 넘는 거래를 위해서 적용될 것
이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카드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거나 개별판매자가
은행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는 경우이다.
-

그리하여 상한은 국내의 거래에도 적용될 것이다. 현금카드의 경우 상한은
거래가액의
이미

0.2%,

신용카드의 경우

Visa, Master, Cartes Bancaires

0.3%

이다. 이 가액은 경쟁기관에 의해서

와 같은 카드거래에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한의무가 없는 카드의 경우(주로 기업이 발간한 회사카드나
Express

나

Diners

와 같은

3

Ameircan

당사자시스템 카드의 경우) 판매자는 가격상승의

부담을 받게 되거나 수용이 거부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비싼 카드와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이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 평가 및 기대효과
○ 판매자 및 소비자
(

부담 경감) 인터뱅크수수료는 판매자들에게 카드결제를

통해서 기인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보다 높은 개별판매가격으로 최후
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인터뱅크수수료의 상한은 회원국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이들의 정당성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 국내의 지불거래시장
사이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인터뱅크수수료의 제한은 개별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비용을 내리고

EU

차원의 지불거래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

한다. 이것은 또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불서비스 수행자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다란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방지) 동시에

(

의 카드, 인터넷, 모바일 결제 시장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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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산발적으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어서 항상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은 발전을 저해하고
-

EU

의 잠재적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항상 카드 결제가 유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배적인 사업모델이(은행들이
모든 카드결제의 경우 소위 인터뱅크 수수료를 지불하는 영업모델의 경우)
항상 높은 은행수수료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개별판매자들에게 비용을 지불
하게 하고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또한 이러한 모델 때문에
새로운 제공자의 시장진입이 방해를 받는다.

※ 참고문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719_en.htm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payments/docs/framework/130724_proposal-regulation-mifs_en.pdf
http://www.cr-online.de/33146.htm

- 11 -

인터넷 법제동향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통신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규명령

제2차 (안)

2
(2013.7.31)

□ 개관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는

2013.7.31

통신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번째

법규명령안 을 발표하였다. 이 법규명령(안)은
5)

부분 보완한 것이다.
-

2013.6.17

제1차 초안을 상당

6)

이 법규명령은 통신망중립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법
munikationsgesetz, TKG )

(Telekom

제41a조에 근거한 것이다

※ 전기통신법 제41a조(통신망중립성)
① 연방정부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전기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망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느려지게 하는 것과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차별 없이 전송하고 내용과 이용에
차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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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 적시에 전달
되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의 평가나 권고는 요구사항을 정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

□ 법규명령안 내용
○ 제 조 통신망중립성의 기본원칙
1

(

)

① 인터넷에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이하 통신망운영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해서 생성되는 모든 서비스, 내용,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전송능력을

5)

Entwurf

einer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Netzneutralität

NetzNeutrV)
6)

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동향 제69호 제14면 참조

7)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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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게 하여 모든 데이터 패킷이 내용, 서비스, 이용, 출처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기본
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공개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전달되어야 한다(최선 노
력의 원칙)
2. 공개 인터넷, 이의 내용, 서비스 그리고 이용에 대한 접근은 모든 최종이용자와 내용제
공자에게 차별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이용자에게 인터넷접근
에 대한 별개의 서비스로서 분리된 요금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단대단 통제를 하는
공개 인터넷과 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관리 서비스)도 동일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공개 인터넷과 관리서비스에서의 전송의 등급은 제1항의 최선의 노력의 인터넷의 발전
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통신망운영자는 차별 없는 데이터의 전송과 내용과 이용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정보통신망에서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악화시키거나 데이터의 흐름
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조
2

(

공개 인터넷에서 내용 중립적인 데이터의 전송)

① 통신망운영자는 공개 인터넷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내용과 이용을 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보다 나은 품질을 이유로 우선적으로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통신망운영자는 최종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내용과 이용에 대해 우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내용 제공자와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중립적인 전송의 등급화(서비스품질의 등급
화)는, 최종이용자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악화시
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비스 품질의 등급화에 따른 요금의 차별화는 데이터의
흐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규정을 근거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과 이용 또는 공익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과 이용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국내의
안전과 국방의 이익, 건강,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거나 장애자, 노령자 또한 사회적 배려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공익이 존재한다.

○제조
3

(

최종단말기의 망중립성)

무선설비 및 전기통신단말기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통신망운영자는 그가 특정한
통신단말기를 통해서만 통신망에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립성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통신망의 접속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통신단말기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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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4

(

연방망규제청의 권한)

① 이 법규명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망규제청은 전기통신법 제8장 제2절에
의한 권한을 행사한다.8)
② 연방망규제청은 또한 서비스의 단 대 단의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
기통신법 제2장 제2절에 의한 의무를 부담한다.9)

○제조
5

(

시장의 발전)

연망방규제청은 제1조의 기본원칙의 준수를 감시하여 (통신)시장이 발전되도록 한다. 연방
망규제청은 최선의 노력이 인터넷을 침해하거나 이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장의 발전이 있
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방경제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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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neutralitaetsverordnun
g,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8)

9)

전기통신법 제8장 제2절은 연방망규제청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거부), 제127조(정보제공요구),
제128조(조사), 제129조(압류), 제130(가명령), 제131조(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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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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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3
1353)

□ 개관
○

Rockefeller
on

사이버보안법

2013

(Cyb ersecuri ty

상원의원 및

Thune

2013,

S.

Science,

and

상원의원은 상무 과학 교통 위원회(Committee
에

Transportation)

사이버보안의 증진 및 사이

버보안의 연구개발·교육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법

2013

법안은 제113기 의회를 거쳐 상원에 회부되었다(2013.

2012

of

상원 회부(2013.7.24)

Commerce,

□ 배경
○

Act

사이버보안법

(Cybersecurity Act of 2012)10)

되었으나 많은 비판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였고,

을 제출하였으며, 동

7. 24).

이 상원에 회부(2012.2.15)
사이버보안법

2013

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

시민단체의 비판 내용
① ‘사이버안보위협 정보’를 입수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정
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를 규정하
여 정부가 공유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비판
내용

② 민간 사이버안보에 관하여 국방부에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③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명목 하에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고객 및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써 고객 및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를 부여함

□ 법률의 목적과 구조
○ 목적 이 법안은 사이버보안을 향상시키고 사이버안보의 연구개발
(

)

,

인력 개발

과 사이버보안 교육, 대중의 인식 및 대비 및 그 밖의

(workforce development)

10)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2/s2105/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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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발적 공사(公私)간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이버보안법 2013 구조
SECTION

제목

Sec.1

타이틀(Short title) 및 법안의 차례(Table of Contents)

Sec.2

정의(Definition)

Sec.3

규제당국 미지정 (No Regulatory Authority)11)

Title Ⅰ

사이버안보에 관한 공공·민간부문간 협력(Public-private collaboration
on cybersecurity)

Sec.101

사이버안보에 관한 공공·민간부문간 협력(Public-private collaboration
on cybersecurity)

Title Ⅱ

사이버안보 연구 개발(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Sec.201

연방 사이버안보 연구 개발(Federal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Sec.202

컴퓨터 및 네트워크 안보 연구 센터(Computer and network security
research centers)

Title Ⅲ

교육 및 인력 개발(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Sec.301

사이버안보 경쟁 및 도전과제(Cybersecurity competitions and challenges)

Sec.302

연방 사이버 학술 서비스 프로그램(Federal cyber scholarship-forservice program)

Sec.303

연구 및 정보 기반과 사이버안보 전문가에 대한 교육, 인가, 훈련 및 증명
(Study and Analysis of education, accredita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cybersecurity professionals)

Title Ⅳ

사이버보안 인식과 준비(Cybersecurity Awareness and preparedness)

Sec.401

국가적 사이버보안 인식과 준비 캠페인(National cybersecurity awareness
and preparedness campaign)

☐ 주요내용

○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장의 권한) 상무장관은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장(Dir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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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

소장)을

통하여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가 자발적으
로 설계하는 기준 및 절차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국립표준기술연
구소법(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을 개정(SEC.101.)

Act)

하였다.
-

상기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NIST

소장에게 다음의 의무가 있다(SEC.101.(b))

⑴ 관련 민간 부문의 직원 및 단체, 핵심 기반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전문조정위원회(sector
coordinating councils), 정보공유 및 분석 센터 및 그 밖의 관련 산업 기구와의 지속적
인 조율 및 이들의 산업적 전문지식 통합
⑵ 국가안보담당기관, 특정부문 담당기관(sector-specific agencies), 주, 지방 정부, 다른 나
라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장(長)과의 협의
⑶ 정보 보안조치 및 통제를 포함하여 사이버위험의 식별, 이에 대한 접근 및 관리를 돕기
위하여 핵심 기반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융통성이 있고
반복 가능하며 성능에 기반하고 있는 비용 효율적인 우선순위 접근방식의 식별
⑷ 사업 기밀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의 포함, 사적정보 및 시민의 자유
보호, 자발적인 합의 규격(voluntary consensus standards)과 산업 모범 경영(industry b
est practices)간의 통합, 국제 기준에의 합치 및 규제적 절차의 중복 방지

-

이 법에 따르면

NIST

소장은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특정한 방식으로 설

계되거나 생산되도록 지시할 수 없다.
-

이 법은 사이버 위험 기준 개발을 위하여

에 제공된 정보를 다른 실체적

NIST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과학기술국의 권한 및 의무) 과학기술국(Office

Policy,

이하

OSTP)

of

Science

and

Technology

은 개인의 사적정보의 보장, 제3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의 확인, 내부자 위협 문제의 처리,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 출처
의 규명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여 저장되었거나 무선 서비스로 전달
된 정보의 보호 방법 등을 포함하여, 사이버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
방차원의 연구개발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

3

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

국립과학재단 권한 및 의무) 국립과학재단(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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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이버안보 연구를 지원하고 사이버안보 시험대(Test

Beds)

를 검토하도

록 한다.
-

추가적인 시험대(Test

Beds)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NSF

는 그러한 추

가적 시험대 설치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 혹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과학기술국(OSTP)는 현재 진행 중인 연방 연구 이니셔티브(initiatives)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NSF

가 연구개발 보조금을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안보 연구 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이버

Act)

을 개정

한다.
⑴ 네트워크 간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교환에 필수적인 기본 프로토콜의 확보
⑵ 소프트웨어 공학 및 소프트웨어 보증 확보
⑶ 구성 요소(components)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처리, 취약성의 사전 감소, 내
부자 위협 문제의 처리 및 사적정보 보호 지원(support privacy)을 위한 전체적인 시스
템 안보
⑷ 모니터링, 탐지(detection), 완화(mitigation) 및 신속복구기법(rapid recovery methods)
⑸ 무선네트워크, 이동기기 및 클라우드 기반시설의 확보

○ 고성능 정보 처리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에서 규정하

고 있는 특정 기관은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과학적 토대를 이끌어내기 위
한 연구를 지원한다.
-

NSF

가 컴퓨터 및 네트워크 안보 연구 센터(Centers

work

security

Research)

for

Computer

and

Net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보조금 신청을 평

가함에 있어, 사적 부문의 실체 및 기존의 연방 연구 프로그램, 공사 간의
파트너십 관련 경험 및 안전한 환경에서 학제간의 사이버안보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해당 보조금 신청 기관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 여부가 포함되도록 평가 기준을 확장한다.

○ 상무부

,

NSF

및 국토안보부(DHS)는 정보 기반시설 안보 직무 수행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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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안보 혁신 고무를 위한 자의 채용을 위한 경쟁 및 도전과제를 지원한다.
-

NSF

는 연방 사이버 학술서비스(Scholarship-for-Service) 프로그램이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수령기간동안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사이버안보 과제
에 투입됨을 인정한다는 조건하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

및

NSF

DHS

는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

과의 협정을 통하

여 정보 기반시설 및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 개발을 위한 정부, 학계 및
민간 부분의 교육, 인가, 훈련 및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
행한다.
-

는 사이버안보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인력수요

NIST

의 평가를 위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인식 및 준비 캠페인을 계속해서 조정하
여야 한다.

○

NIST

는 상기 캠페인 지원의 일환인 연방 차원의 활동에 지침이 되는 전략

적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참고 자료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3/jul/30/senators-pushing-business-backed-cybersecurit
y-bil/print/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3/s1353#overview
http://www.digitaltrends.com/web/senate-votes-against-cybersecurity-act-of-2012/
http://www.fiercehomelandsecurity.com/story/civil-liberties-watchdogs-oppose-senate-cybersecurity
-bill/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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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이슈
독일 연방대법원,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의 주의의무 강화(2013.8.15)
1
(BGH, Urteil vom 15. August 2013

–

I ZR 80/
12)

□ 개관
○ 연방대법원 판결은 파일공유사이트의 일종인

‘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다.

○

(

법적 쟁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방해자책임

12)

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점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점검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공자의 기대가능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것을 제공자에게 기
대할 수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제공자의 기
대가능성의 범위를 이전의 판례보다 훨씬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 사실 관계
○ 원고 원고는 음악관련 저작권을 관리하는 독일의 최대 저작권 관리단체인
(

)

GEMA

로서, 원고는 본 사안에서 침해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절대적 이용권

자이다.

○

(

피고) 피고는 스위스에 소재를 둔 주식회사

넷주소

www.rapidshare.com

Rapidshare

사이다. 피고는 인터

으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일 호스팅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은 임의의 데이터를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이들 데이터는 피고의 서버에 저장된다. 업로드된 후 이용자들에
게 링크주소가 제공되고, 이것으로 이용자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신
12)

방해자 책임의 요건·효과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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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브라우저로 호출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제공받은 링크주소
를 ‘다운로드 링크’라고 한다.
-

피고는 업로드된 데이터에 관한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이러한 데이터에 대
한 검색기능이나 그 밖의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자들은 다운로드링크를 링크모음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따라
서 링크모음사이트에서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데이터를 검색
할 수 있다.

-

피고는 이용자들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회원으로 등록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다운로드 속도나 횟수에 제한
이 따른다. 둘째는 이용자가 등록 후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계정을 이
용하는 경우이다. 프리미엄 계정은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신속하게 다운로
드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

피고는 또한 업로드한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빈번하게 클릭되도록 한
이용자에게 프리미엄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 프리미엄 포인트로 무료의 프
리미엄 계정이나 가치가 더 높은 프리미엄 계정으로 교환할 있다. 피고는
2010

년

7

월

1

일 데이터의 호출빈도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프리미엄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그 후 소위

Rapids

와 서비스 패킷인

PremiumPro

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의 프리미엄 계정과 같다.

○

(

원고의 청구내용)

2006

년

11

월

22

일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43

개의

음악저작물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공중에게 접근되
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또한
15

일과

2008

년

4

월

4

일

1,687

개와

2,985

2008

년

1

월

개 음악저작물이 피고의 서비스를 통

해서 호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 이
후에도 이들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피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호출되고 있었
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즉 원고는 음악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송하거나 공중에게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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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청구하였다.

○

(

하급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방해자 책임을 인

정하였다(LG

Hamburg).

이에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피

고가 음악저작물을 직접 공중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을 공
중에게 전송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방해자책임을 인정하였다
(OLG

Hamburg).

즉 공중에게 저작물을 직접 전송하거나 이러한 전송에 방

조의 방식이 아닌 형식으로 전송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

항소법원의 상고 허용으로 원고는 상고의 기각을, 피고는 소 자체의 기각을
각각 주장하였다.

□ 연방대법원 판결 판결이유
○ 침해자 또는 방조자인지 여부 검토
(

-

)

:

방해자 책임 인정

침해자 또는 참여자로서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방해자책임보다 우선하기 때
문에 직접 침해자인지 방조자(일반적으로 교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극히 예
외적임)인지를 먼저 검토한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피고는 직접 침해자는
아니다.

-

피고가 자신의 이용자가 행한 저작권침해에 방조자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는 않다. 방조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접 행위자
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조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
만 피고는 점검의무위반으로 인한 방해자 책임을 질 수 있다.

○ 방해자 책임의 전제로서의 점검의무
-

(

방해자 책임의 전제로서 점검의무) 절대적 권리를 침해한 방해자는 침해정

지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위자 또는 방조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호법익의 침해에 자의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로서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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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해자로서 책임을 진다. 방해자책임은 위법한 침해를 스스로 행하지 아
니한 제3자의 책임으로 확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종래 대법원의 판례에 의
하면 점검의무를 전제로 한다. 점검의무의 범위는 방해자로서 청구의 대상
이 된 자에게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

점검의무 부담의 기준)

(

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텔레미디어법(TMG)

ISP

제7조 내지 제10조의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버에 업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점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1

TMG

제7조 제2항 제

문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7조 제2항 제1문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전달하거나 저장한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활동
을 암시하는 상황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금지한

EU

지침

2000/31/EC

제15조 제1항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인 경우에 감시의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합리적 이성에 의한 재량에 의해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는 국내법 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종류의
위법한 행위를 적발하고 저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재판부가 제시한 이러
한 기본원칙은 유럽사법재판소의
Bay)

2011

년

7

월

12

일 판결(C-324/09,

L’Oréal/e

에서 형성한 기준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점검의무는 서비스 제공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는데, 영업모델이 처음부터 이용자를 통하여 권리침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운영자가 자신의 조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리침해의 위험을
촉진하는 경우이다.

○ 피고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인지 여부
-

피고는

TMG

:

긍정

제2조 제1호(자신 또는 타인의 텔레미디어를 이용하도록 제공

하는 자) 및 제10조 제1문 제1호(위법한 행위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 위법한 행위나 정보가 명확하게 도출된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를 위해서 저장하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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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호스팅 서비스 제
공자이다. 피고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TMG

제10조 제1문에 의한 타인

의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
-

항소법원은 피고의 서비스 이용이 저작권 침해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다.

-

항소법원은

2010

년

6

월

30

일까지 실제로 적용이 되었던 업로드된 데이터의

다운로드 빈도수에 따른 프리미엄 포인트를 이용자에게 부여한 것이 권리침
해를 촉진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법원은 피고 서비스는 대규모 권리침해에 이용되도록 상당한 유혹을 가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고가 자신의 서비스가
남용될 비율이
000

5-6%

라고 인정한 점이다. 이 비율은 매일 업로드되는 약

개의 데이터 중에서 대략

30,000

500,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방해자로서의 점검의무의 여부 및 범위
-

항소법원은 피고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침해를 추적하고 새로운 권리침해를
예방할 감시의무(점검의무)는 부과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

점검의무의 범위) 방해자로서 청구되는 자의 점검의무의 범위는 상황에 따

라서 그에게 점검이 기대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기대되는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피고는 자신의 조치를 통해서 자신의 서비스의 이용이 권
리를 침해할 위험을 촉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방해자 책임과 관련해서 기
본적으로 더 많은 점검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서버
에 업로드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모든 데이터를 조사할 의무를 그
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영업모델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용자를 통해서 권리침해를 의도하지 않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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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식으로 합법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기본적으로는 텔레
미디어법 제10조 제1문의 면책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점검의
무는 그가 원고로부터 명확한 권리침해를 구체적인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존재한다. 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조치를 통해서 자
신의 서비스의 이용이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촉진하고 있다는 상황은 그의
점검의무의 범위를 특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변호
인이 발송한

2006

년

11

월

22

일,

2008

년

1

월

15

일,

2008

년

4

월

4

일자의 서면

을 통해서 해당 저작물의 침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시점부터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체없이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한 동일한 권리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피고는
방해자로서 부과되는 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자신의
서버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원고의 통지로 그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방해자책임으로서의 점검의무 위반 여부
-

(

점검조치의 개별적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가 점검조치를 하였다는 피고의

사실주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
면 피고의 점검조치는 일반적인 조직차원의 조치에만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
이다. 또한 언제,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어떠
한 조치가 수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을 실증되지 않은 것으로 기각하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은 오히
려 피고가 주장한 조치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였다.
-

(

개별적·적극적 조치 미비) 피고는 상고 청구에서 자신의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7

명의 팀(남용팀)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저작권침해와 관

련하여 데이터를 점검하고 삭제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직원들은 저
작권침해를 중지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
문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는 비난되고 있는 저작권침해의 저지와 관련
- 25 -

인터넷 법제동향

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로지 영업직원들의 수와 투입
시간대만으로는 점검의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주장에는 어떠한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개별적으로 점검이 이
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저작물 업로드 금지 안내)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저작권을 침

해하면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였다. 항소법
원은 이러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효과 있는 조치로는 보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법원의 판단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
-

(MD5

필터의 설치) 피고는

MD5

필터의 설치로 피고의 점검의무 및 통제의

무의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필터는 오로지 권리를 침해한 데이
터와 동일한 데이터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경미한 침해행위만을
저지할 수는 있다. 따라서

MD5

필터의 설치는 피고의 점검의무 및 통제의

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

(

삭제 인터페이스 제공) 피고는 상고 청구에서 권리자를 위한 삭제 인터페이

스를 제공했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삭제 인터페이스도
피고의 주의의무 및 점검의무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삭제인터페이스는 단
지 구체적으로 이미 알려진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나 링크만을 삭제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잠재적인 새로운 권리침해를 검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원고는 권리를 침해하는 개별 데이터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 제공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피고가
설치한 삭제 인터페이스의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은 재판부가 ‘인터넷에서의
아동용 의자’ 판결에서 천명한 프로그램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Urteil
vom

22.

Juli

2010

-

I

ZR

139/08).

상표권 침해 사례에서와는 달리 보호 저

작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개되는 즉시 본 사안의 저작권 침해는 명확해진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삭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에게 부
과되는 통제조치가 회피되는 것이 아니다.
-

(

링크모음사이트 검색) 피고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점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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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지적한 사례와 동일한 권리침해의 재발을 저지하는 것을 태만히 하였
다. 피고는 자신의 점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청구취지에서 상술한 음
악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링크모음사이트를 검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링
크모음 사이트의 하이퍼링크가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원고의 이익을 위하
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있는 한, 피고의
점검의무가 이것으로 확대되어 피고가 해당 침해를 통지받은 이후에는 침해
행위가 존재한다. 항소법원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의 구체적인
영업모델을 통하여 저작권침해를 대규모로 촉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
기 때문에 피고의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는 일반적인 링크모음사이트를 포괄
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 기대할 수 있다. 항소법원이 피고
에게 포괄적인 링크 소스를 통제하도록 부과한 것은 피고의 점검의무를 터
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항소법원이 피고에게 부과한 ‘일반적인 시
장 감시의무’는 본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기대할 수 있고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구글과 같은 일반적인 검색엔진이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
서 적합하게 정형화된 검색조회를 통하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를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될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 밖의 권

Webcrawler

리를 침해하는 링크가 피고의 서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

(

단어필터 사용) 항소법원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의 서버를 통하

여 행해지는 저작권침해를 발견하기 위해서 단어필터를 이용하였다. 이 단
어필터가 본 사안에서 관련되는 모든 음악저작물을 위해서 유사한 결과를
보증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

정당한 복제본 삭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점검의무로 개별적인 경우에는 정

당한 복제본을 삭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
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저작물을 피고의 서비스로 이미 부당하게 공증
접근하게 하였다면 이 저작물을 다시 업로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 피고는 그의 영업모델로부터 기인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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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잠재적 위험과 관련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방해자로서 동일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여부
-

:

인정

항소법원은 피고가 방해자로서 이후의 동일한 권리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
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피고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기대할
수 있는 점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청구의 취지에서 언급된 저작물이
일,

2008

년

4

월

4

2006

년

11

월

22

일,

2008

년

1

월

15

일의 서면에 의해서 통지된 이후에도 피고의 서버에서 특

정한 링크를 통하여 다운로드에 제공되고 있었다. 피고가 전문지식을 가지
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링크가 링크모음사이트에서 곧바로
발견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피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 참고 자료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pm&Datu
m=2013&Sort=3&nr=65203&linked=urt&Blank=1&file=dokument.pdf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pm&Datu
m=2013&Sort=3&nr=65200&pos=0&anz=142&Bla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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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해외정보감독법원의 비공개 명령에 대해
2

정부를 상대로 소제기

(2013.8.30)

□ 개관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외정보감독법원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이하

FISC)

이 명령한 개그 오더(gag

order,

함구령)에 대하여 자신들

은 동 법원에서 다루어진 감시 요청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2013.08.30).

□ 경과 및 배경
○ 구글의 요구 사항
(

of

)

Ju stice)

구글 등을 비롯한 통신회사들은 미국 법무부(the

와 연방수사국 (FB I)에

Su rveilance

Act,

이하

FISA)

13)

해외정보감시법 (Foreign

Department

Intelligence

에 근거로 이루어진 자사에 대한 해외 정

보법원 명령 건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였다.
-

구글은 수정헌법 제1조

14)

상에 부여된 권리에 의해 행정부에 의한 정보 요

청 건수를 밝힐 수 있는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개그 오더에 대해 소를 제기
하려 하고 있다.
-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와

FBI

는 정보당국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 총계를 비밀

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정보감시법’은 1978년 제정된 법으로서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을 개정하여 의회가 승인한 불법 도청
협조 및 협의를 받은 통신사업자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FISA section 702에 따
르면 일정한 조건 하에 비밀의 FISC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도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국에 의해 감시가 승
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동법 하에서 발행된 함구령이 내려진 요청의 수마저 정부가
선언할 수 있도록 2008년 수정되었다.
14)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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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2013

년

5

월 에드워드 스노우덴(Edward

국가안보국의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FISA

Snowden)15)

에 의해 미

의 명령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

트 및 기타의 회사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공중에게 알리
지 못하도록 금지될 만큼 매우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

2013

년

6

월 스노우덴의 폭로 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고객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해외정보감시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자사에 대한
해외정보감시법원 명령 건수의 합계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
라는 내용의 소장을 동 법원에 제출하였다.
-

마이크로 소프트는
request

8

information)

월

29

일 목요일에 연례적으로 감시요청정보(surveillance

를 공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 구글과

합작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 주요 내용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외정보감시 비밀법원이 승인한 감시 명령에 대
해 공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이들 회사는 자사 고객들에게 더욱 투명할 수 있도록 자사에 내
려진

FISA

법원 명령에 대한

“

종합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는 야후 기타 기술회사들이

FISA

요청 건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총체적인 감시요청 건수를 공표하는 것과는 구분되
는 것이다.
-

모든 법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시정보 요청에 대한 종합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15)

FBI

와 법무부로부터 허용되고 있으나

FISA

명령만을 별도로 공표하는

본명은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다. 미국 CIA와 NSA에 일했던 미국의 컴퓨
터 기술자이다. 2013년 스노든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감시 프로그램 등 NSA
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대중의 반대편에 있는
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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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허락이 된 바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소송 전 절차로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는

를 상대로 제출된 탄원서를 수

FISC

정하였다.
-

주요 기술회사들에 의해 서명된 공개된 서안(Open

Letter)

의 구체적인 내용

을 자세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정된 탄원서는 처음

에 소가 제기된

FISC

Center for Democracy and Transparency

로부터 미 정부의 장관들과 정보기관들에 보내질 예정이다.

☐ 평가와 기대효과

○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관련 수치가 공표될 수 있다
는 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부는 여러 회사들에 대한 각기 상이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제기하는 소송에 여러 탄원들을 병합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자료
http://news.cnet.com/8301-13578_3-57596791-38/fbi-pressures-internet-providers-to-install-surveill
ance-software/
http://news.cnet.com/8301-1009_3-57428067-83/fbi-we-need-wiretap-ready-web-sites-now/
http://epic.org/privacy/wiretap/calea/calea_law.html
http://techcrunch.com/2013/08/02/the-fbi-may-be-working-to-install-surveillance-taps-on-major-us-t
elecom-carriers/
https://twitter.com/20002ist/status/363060389564514304
https://plus.google.com/u/0/112961607570158342254/posts/9Cu7Q9kDUhc#11296160757015834
2254/posts/9Cu7Q9kDUhc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50/1843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3121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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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참고 상항 : 파일호스팅 서비스 및 방해자책임 요건·효과

○ 파일 호스팅 서비스
- 연방대법원 판결의 ‘파일 호스팅 서비스’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상에서 저장 공간을 제공
하고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후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웹 호스팅 서비스라고도 하며 이의 운영자를 Sharehoster, One Click
Hoster, Cyberlocker 라고 한다.
- 연방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스위스에 소재지를 둔 Rapids
hare이고, 최근까지 세계 최대규모로서 가장 인기있는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였다.
그러나 세 번째 판결인 이번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함으로써 절반 이상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링크 주소만 알면 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한 후 클릭하여 해당 데이터를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에는 이러한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모아서 정리해 둔 링크모음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이용자가 업로드하고 제공받은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링크모음 사이트에 공
개하는 경우, 검색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 주소를 알게 되는 제3자는 파일 호스팅 서비
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링크모음 사이트와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아무 관련이 없고,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저장된 데이터를 분야별로 정리한 목록이나 검색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 방해자책임의 요건 및 효과
-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이용자가 업로드 후 받은 다운로드 링크를 제3자, 특히 인터넷상의
링크모음사이트에 공개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 이용자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가 공동으로 직접 침해자의 책임을 지는지, 방조
자나 교사자의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고의 및 과실과 관련이 없는 방해자의 책임을 지
는지 문제며, 이번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제공자에게 방해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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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자책임 요건) 방해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3자의 저작권 침해가 있어
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방해자로서 청구권의 대상이 된 사람은 직접 침해자나 참여자(방
조자 및 교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방해자로서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자의 행위는 발생한 침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 (법적효과) 방해자 책임이 인정되면 방해자는 이미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하여
야 하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장래의 침해를 저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피해
자는 방해자에게 침해제거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
다.
·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직접 침
해자이거나 참여자(방조자 및 교사자)의 요건이 존재해야하기 때문이다.
- (방해자책임의 제한) 방해자책임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ISP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텔레미디어법(TMG)과 판례는 이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텔레
미디어법에 의한 ISP의 면책규정들은 방해자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텔레미디어법의
일반적 책임 규정은 적용된다. 동법 제7조 제2항 제1문은 ISP의 일반적(적극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침해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서버를
적극적으로 수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권리침해를 인식한 이후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하고 그에게 부여된 점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그
동안 판례를 통하여 개별적인 사안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점검
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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