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제 2013-12호

(

月刊) 인터넷 법제동향 제75호
2013년 12월호
지유석

강달천

․팀장
․

/

․선임연구원
․

법제연구팀

/

법제연구팀

jys71@kisa.or.kr

dckang@kisa.or.kr

고영하

․선임연구원
․

/

법제연구팀

axlu2@kisa.or.kr

한정연

․연구원
․

/

법제연구팀

hjy@kisa.or.kr

․본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연구팀 지유석 선임연구원

.

:

(405 -6436 , jys71@kisa.or.kr)

- i -

인터넷 법제동향

Ⅱ

목 차

Ⅰ

.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

1.

----------------------------------------------------------------------------- 1

해외 입법 동향

입법동향

□ 미국
○ 미국

---------------------------------------------------------------------------------

하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발의,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남경필 의원 대표

2013.12.04)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위치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정부제출,

an d

Cri ti cal

In fr ast r u ct u r e

Pr o tec tio n

Ac t

of

2013)

안) 발의(2013.12.11)

□ 일본
○ 일본

---------------------------------------------------------------------------------

정부,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の法律

)

13

제정

(2013.12.6)

2013.12.20)

2.
2013.12.27)

년 국가 사이버보안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법(Nati on al

2013

Cyb er secu r it y
(

6

판례 및 이슈

□
○

EU

EU

-----------------------------------------------------------------------------------

집행위원회,

EU-USA

19

사이의 정보교류에 있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제시(2013.11.27)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

통신정보보관지침은

EU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는

견해 제시(2013.12.10)

○

EU

기관 및 단체,

의견 제시

□ 영국
○ 영국

「

EU

」에

집행위원회의 통신망중립성 법률안

---------------------------------------------------------------------------------

42

정부,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기준서 출간

(2013.11.28)

- ii -

대한

- iii -

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I
1.

국내 입법 동향

□ 소관부처

입법 동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대표발의, 2013.12.04)

1

□ 소관부처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남경필 의원

□ 제안이유
○이법제

미래창조과학부

조의

44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현재 새롭게

:

등장한 스마트미디어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과 같이

가

30

일 동안 차단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한 사실상의 사

전검열로 작용하고 있음.

○ 이 제도에 따라 국내

으며 이로인해 시장 공정경쟁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및 스마트미디어 산

의 건수는

82

업진흥의 법적근거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단 건수는

300%

○ 이에 스마트미디어와 기존 방송간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쟁의 틀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공정한 제공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2

,

4

,

5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금지행위 적용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함(안 제16조, 제21조

의4 및 제21조의5).

4

대 인터넷 포털이 지난

만여 건수에 이르며,

년 대비

2008

5

년간 차단한 인터넷 게시물

2012

년의 인터넷 게시물 차

가깝게 폭증하여 인터넷 정보 게시자의 권리침해는 물론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이에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
이 명백할 경우 해당 정보의 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

□ 주요내용
○ 스마트미디어를 정의하고 타 방송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및 스마트미디어 산
업진흥을 고려하여 허가․등록․신고 절차 마련함 안 제 조 제 조 제 조

※ 출처

에 따른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행하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 정보

지 않아 단순 통신으로만 분류되어 사실상 방송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

,

2

는 소위 임시조치는 누구든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송 법규의 적용이 용이하

○ 약관신고

2013.12.20)

치, 관련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인터넷 게시물
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
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게재자가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국회

30

일 이내에 차단 조치된 정보에 대한 해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제예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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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을 요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매년

3

위치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정부제출,

2013.12.27)

회 대통령령으로

2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8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받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안 제
(

조의2제

44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한 인터넷 게시 정보

□ 제안이유
○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

에 관하여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거나 차단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

입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

도록 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는 차단 요청을

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9

항).

ㆍ

보완하려는 것임.

※ 출처

:

국회

□ 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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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진입규제의 완화(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안 제38조의3 신설)
-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사물에 대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분쟁조정, 표준화 추진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위치정보사업 허가 등에 대한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 안 제 조제 항
(

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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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양수 등에 대한 인가 및 휴지 폐지 승인에 대한 원칙
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함.

-

(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
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적합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최근

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3

년간 위치정보사업의 허가가

前歷 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라 허가 또는
)

인가를 하도록 함.

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
록 함.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라 승인을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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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의 제 자 제공에 대한 통보방법 완화 안 제
3

(

조제3항, 안 제19조

19

제4항 신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물
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도 불필요한 통보가 많음.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보대
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 제도의 개선 안 제
(

-

조의2 신설)

30

긴급구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긴급구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에 가족관계 등
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폐지 현행 제
(

-

조 신설)

36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양수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심사사항에

취소된 전력(

-

○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제도 도입 안 제

조 삭제)

36

행정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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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법안의 구성
○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해외 입법 동향

.

입법 동향

1.

장(TITLE)

미국 하원,
1

security

년 국가 사이버보안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법(National

2013

and

Critical

I nf rastructure

Protection

Act

of

제101조 2002년도 국가안보법 정의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definitions)

Cyber

안) 발의

2013)(

제102조 사이버보안의 강화
(Enhancement of cybersecurity)

(2013.12.11)

□ 개요
○ 미국 하원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년 국가 사이버보안 및 주요 기반시설 보호법(안)

(National

Critical

이하

2013
and

년

2013

-

12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of

2013,

제103조 필수기반시설의 보호 및 정보 공유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sharing)
제1장
사이버 공격에 대한

Cybersecurity

법(안)) 을

NCCIP

1)

House

Homeland

(SECURING THE NATION

에서 양당의 합의를 거쳐 발의된 것으로 미국 보안체계의 효율성을

제107조 인사권
(Personnel authorities)

제고하고,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8조 사이버보안 조직의 능률화
(Streamlining of Department cybersecurity organization)

․

․

․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은 미국 국가기관 금융기관

․

공공 전력망 교통체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안보 시스템 저해 및 중요 기술 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제105조 사이버 사건 대응과 기술적 지원
(Cyber incident response and technical assistance)
제106조 사이버보안 워크포스의 평가
(Assessment of cybersecurity workforce)

Security

Committee)

,

제104조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신 통합 센터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국가적 조치

AGAINST CYBER ATTACK)

월11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의 국토안보위원회 (U.S.

□ 배경
○ 최근 이란

구성(Sec.)

․

이에 따라 상기 법안이 발의되었는바, 동 법안은 주요 기반시설의 침해 대응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

규정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에 대한 예방 대응 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제2장
사이버보안을 위한
민

․관 협력체계

(PUBLIC-PRIVATE
COLLABORATION ON
CYBERSECURITY)

제201조 사이버보안의 민 관 협력
(Public-private collaboration on cybersecurity)
제202조 SAFETY법과 적격 사이버침해사고
(SAFETY Act and qualifying cyber incidents)
제203조 신규 규제권한에 대한 금지
(Prohibition on new regulatory authority)
제204조 추가적 추가권한에 대한 금지
(Prohibition on additional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목적을 두고 있다.

1)

H.R.369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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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법안은
NCCIP
DHS)2)

(

)

○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Homeland

and

Security,
-

가지 ‘주요 기반

16

대통령 정책지침
하고 있는

동 규정은

2002

국토안보법

시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

보안조치 강화)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른 연방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제102조)
of

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법제화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

(

)

년도 국토안보법

제2-C장(Subtitle

(ENHANCEMENT

은 동법에서 규정

(the

C

of

Homeland
title

OF CYBERSECURITY)

II)

3)

Security Act

-

가지 ‘주요 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하

에 제226조 사이버보안 강화

를 추가한 것으로써,

․

21(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1, PPD-21)

16

of 2002,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복구 등의 조치가 신속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연방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기반시설 부문

관리 당국

1

화학 부문(Chemical Sector)

국토안보부

2

상업시설 부문(Commercial Facilities Sector)

국토안보부

3

통신 부문(Communications Sector)

국토안보부

4

주요 제조 부문(Critical Manufacturing Sector)

국토안보부

5

댐 부문(Dams Sector)

국토안보부

6

방위산업체 부문(Defense Industrial Base Sector)

국방부

7

응급서비스 부문(Emergency Services Sector)

국토안보부

8

에너지 부문(Energy Sector)

에너지부

9

금융서비스 부문(Financial Service Sector)

재무부

10

식품 및 농업 부문(Food and Agriculture Sector)

농무부 및 보건복지부 공동

11

정부 시설 부문(Government Facilities Sector)

국토안보부 및 총무청 공동

12

의료 및 공중보건 부문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Sector)

보건복지부

13

정보기술 부문(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국토안보부

14

원자로, 핵물질 및 핵폐기물 부문
(Nuclear Reactors, Materials, and Waste Sector)

국토안보부

15

교통시스템 부문(Transportation Systems Sector)

국토안보부 및 교통부 공동

16

상하수시스템 부문
(Water and Wastewater Systems Sector)

규정한 것이다.

○

보호 및 정보 공유)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정부, 주요 기반시설

4)

(

운영자, 기타 조정 기관(cross

(Sector Coordinating Council)

-

․

과의 협력을

Specific Agency)

동 규정은 국토안보법 제2-C장에 제227조 필수기반시설의 보호 및 정보공유
(PROTECTION
SHARING)

-

OF

CRITICAL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를 추가한 것으로써,

․

정보 공유 분석 센터(Information

의 설치 승인을

Sharing and Analysis Center)

규정하였으며(제227조(e)(1) 삽입), 기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03조의 주요내용
· 침해사고에 대한 보안 및 위기관리 전략 개발 지원(제227조(a)(C)(i) 삽입) 및 주요 기반

․

시설 소유자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제227조(a)(C)(ii) 삽입)
· 관련 기관들의 위험관리 체계 강화 및 지원을 통한 주요 기반시설의 취약성 식별과 피해
최소화(제227조(a)(D) 삽입)

․

․

· 주요 기반시설 소유자 운영자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대응 교육 실시(제227조(a)(E) 삽입)
환경보호청
국토안보법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21조는
제222조는 PRIVACY OFFICER, 제223조는 NET
GUARD, 제225조는 CYBER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2를 규정하고 있다.
화학, 상업시설, 정보통신, 필수제조업, 댐, 방위산업기지, 긴급구조, 에너지, 금융서비스, 식품 및 농업, 정부
시설, 의료 및 공중보건, 정보기술, 원자로, 핵물질 및 핵폐기물, 교통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및 그 밖에
장관이 적절히 지정하는 부문 등을 열거하여 규정(제227조(b) 삽입)
2002

PROCEDURES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 DHS) :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대폭발테러
사건 이후 창설(’02.11.19) 된 행정기관으로, 미국 안의 모든 테러 위협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국토
안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 9 -

등 특정기관(Sector

관련 부문 조정 협의회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침해대응 조치를 시행 지원하여야 한다.(제103조)

3)

2)

sector coordinating entities),

소유자 및

4)

2-C

FOR

장은 정보 보안(Information
SHARING

Security)

INFORMATION,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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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전략 조직(제227조(a)(F) 삽입)

-

· 정보공유 분석센터를 통해 관련부처, 특정기관들 간의 다각적인 정보 공유 촉진(제227조

또한, 테러행위(acts

을 병기하도록 문구 수정하고

cyber

(e)(2)(A) 삽입)

이 등장하는 부분에는 적격 사이버사건(qualifying

of terrorism)

incidents)

Section

865

(6

U.S.C.

에

444)

이어 제7항을 신설해 ‘적격사이버침해’의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 정보공유 분석센터를 통한 침해사고 긴급대응 및 복구 작업 시행과 관련부처, 특정기관,
관련 부문 조정 협의회(Sector Coordinating Council)와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 침해 대응

※ ‘적격사이버사건’의 정의 및 요건

지원(제227조(e)(2)(C) 삽입)

· ‘적격사이버사건’이란 동 규정 (B)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 해당여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한다.

· 국토안보부 장관은 주요 기반시설, 특정 기관 및 부문 조정 협의회와 협력하여 침해사고에

․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구축(제227조(g)(1),(2),(3) 삽입)

○

· 동 규정 (B)항이 규정하는 ‘적격사이버사건’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i) 불법이거나 승인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통신망 등의 이용가능성 및 기밀성을 침해

대응센터 설치) ‘국가사이버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ii) 프로그램으로 작동 가능한 전자 기기

제104조(a))

하거나 침해위험이 있는 경우

(

-

○

․

(iii) 정보, 물적 지적재산 등에 대한 오용 및 도용, 정보체계에 피해를 야기하는 시스템

동 규정은 국토안보법 제2-C장에 제228조를 삽입하도록 개정되었다.
(

또는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경우
(iv) 국민, 기반시설, 경제, 국가적 가치 또는 각 정부 기능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거나

기술적 지원) 국토안보부 장관은 요청에 따라 연방정부 및 기타 민간단체와

․

인명피해 등의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등

주요 기반시설 소유자 운영자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위기관리지원을 제공

․

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침해사고 예방 대응조치에 대해
실시 가능한 권고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05조)

○

(

신규 규제권한 금지 ) 신규 규제권한에 대한 금지 (PROH IBITION

NEW
-

동 규정은 국토안보법 제2-C장에 제229조를 삽입하도록 개정되었다.

○ 민․관 협력절차
(

)

-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표준기술연구원장과 협력하여 표준,

또한, 각 조정위원회(Sector

는 보고서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Coordinating Coucil)

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안보부

․

○

국토안보및정무위원회(상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30B조(c) 삽입)
적격사이버침해 정의)

By Fostering

국토안보법 의

법(Support

SAFETY

(

추가 전용권한 금지 ) 추가적 전용권한에 대한 금지(PROHIBITION

를 규정하고(제204조),

-

동 법안에 따른 조치에는 추가적인 기금 전용이 승인되지 않으며,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금을 통해 이행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Anti-Terrorism

을 개정하여, 반테러리즘(anti-

Effective Technologies Act of 2002)

과 사이버보안(cybersecurity)를 병기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다.(제202조)

terrorism)

- 11 -

ON

ADDITIONAL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장관은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상태를 매년 국토안보위원회(하원) 및

(

새로운 규정 또는 추가적인 연방정부 규제권한을 창설하거나 승인하지 않음을

중복 과도한 규제를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제203조(2)).

45

○

를 규정한 것으로써(제203조),

명시하고(제203조(1)), 기존 규제의 요건, 강제적 표준 또는 관련 절차에 반하거나

지침, 절차 등의 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제201조)
-

REGULATORY AUTHORITY)

ON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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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보안체계 강화
(

)

일본 정부,
2

동 법안은 미국 전력과 수자원, 은행 시스템 등 주요 주요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정(2013.12.6)

特定秘密の保護の法律

(

)

제

기반시설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침해 대응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 정보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가대응체계 효율화) 미국의 국가 정보 침해, 재정적 손실 등 심각한 피해를

(

야기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
하고 침해 예방, 대응 및 복구조치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국가대응

․

□ 개요
○ 일본 정부는 지속되는 정보보호의 요구와 중요성 인식에 따라 년 월에
秘密保全のための法制の在り方に關する有識者會議 에 비밀보호를 위한 법
2011

‘

’

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체계의 통일성 신속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동 회의는

년

2011

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특

8

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

※ 참고자료

1

년

2013

월 6일에 제정되었다.

12

동법은 일본 정부가 철저한 비밀보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법적 기반에 기초하여 확고하게 성립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http://beta.congress.gov/bill/113th/house-bill/3696/text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13:H.R.3696:@@@L#status
http://www.dhs.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http://www.dhs.gov/xlibrary/assets/hr_5005_enr.pdf

□ 배경 및 경과
○ 일본 정부는

최근 국민주권의 이념 하에 정보공개법제의 정비를 시작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D?d113:10:./temp/~bd34G9::|/bss/|

력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http://homeland.house.gov/sites/homeland.house.gov/files/documents/12113_NCCIP_summary.pdf
http://homeland.house.gov/press-release/mccaul-meehan-thompson-clarke-introduce-bipartisan-le

-

gislation-protect-critical
http://fcw.com/Articles/2013/12/12/New-cyber-bill-builds-on-DHS-efforts.aspx
http://www.scmagazine.com.au/News/367512,us-legislation-introduced-to-curb-critical-infrastcuturehacks.aspx?utm_source=feed&utm_medium=rss&utm_campaign=SC+Magazine+All+Articles+feed

그러나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엄혹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국가 및 국
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며
정부에 의한 철저한 비밀보전의 필요성도 중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었다.

http://www.rollcall.com/news/healthcaregov_and_the_threat_to_cybersecurity_commentary-229538-1.html

○ 최근 외국정보기관 등의 정보수집활동이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이에 따
라 정보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기

IT

술 및 네트워크 사회의 진전에 수분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네
트워크상에 유출될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유출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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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퍼져나갈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
유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

□ 주요 내용
○ 특정비밀의 지정
-

행정기관의 장은 아래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공표되지 않은

제기됐다.

정보 중, 그 유출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정부의 정책판단이 적절하게 행하여지도록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및

특히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서 지정한다(제3조).

외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신뢰에 기초한 정보공유의 촉진도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비밀보전에 관한 제도를 법적 기반에 기초하여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나. 방위에 관하여 수집한 전파정보, 화상정보와 그 외 중요한 정보
다. 위 나에서 열거한 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그 능력

의 방위비밀 및 일미 상호방위협조협정 등에 수반되는 비밀보호법상의 특

라. 방위력의 정비에 관한 견적, 계획이나 연구

별방위비밀에 관한 보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마. 무기, 탄약， 항공기 등 자위용에 사용되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포괄적인 규범이 아니고 방위 이외의 분야에는 그와
같은 법률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기타의 분야에는 비밀보전에 관한 규
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의무위반시

년 이

1

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수준이 가벼워 비밀유지의무를 확고히 하기에
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이익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정부의 비밀보전
체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
중, 특히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보전법제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바. 방위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되는 통신망의 구성 또는 통신의 방법
사. 방위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되는 암호
아. 무기, 탄약, 항공기 기타 방위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되는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의 연
구개발단계에 있는 것에 대한 사양, 성능 또는 사용방법

○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정해져 있지만 비

-

제1호(방위에 관한 사항)
가. 자위대의 운용 또는 그에 관한 견적 및 계획이나 연구

○ 비밀보호에 관한 일본의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방위분야에서는 자위대법상

-

[별표]

자. 무기, 탄약, 항공기 기타 방위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되는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의 연
구개발단계에 있는 것의 제작, 감사, 수리 또는 시험의 방법
차. 방위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되는 설계, 성능 또는 내부의 용도
제2호(외교에 관한 사항)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또는 협력의 방침이나 내용 중,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의 보호, 영토의보전 등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
나. 안전보장을 위해 일본이 실시하는 화물수출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또는 그 방침
다. 안전보장에 관해 수집된 조약 등 국제약속에 기초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등
과 같은 중요 정보
라. 위 다에서 열거한 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그 능력
마. 외무성 본성과 재외공간간의 통신 등 외구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되는 암호
제3호(특정유해활동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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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평가
가. 특정유해활동의 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연구

-

특정비밀의 취급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적성평가에 의해 제한된다. 특정비
밀의 취급업무를 행하는 경우 그것을 유출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정

나. 특정유해활동의 방지와 관련하여 수집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정
보 등과 같은 중요정보

기관의 직원이나 계약업자 또는 도도부현 경찰의 직원에 한한다(제5조). 한

다. 위 나에 열거한 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그 능력

편 이러한 적성평가는 행정기관의 장(도도부현 경찰의 직원인 경우에는 경

라. 특정유해활동의 방지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되는 암호

찰본부장)에 의해 실시되며 평가 대상자는 특정비밀의 취급업무를 행하는
것이 예정된 행정기관의 직원 또는 계약업자의 임직원이나 도도부현 경찰의

제4호(테러방지에 관한 사항)

직원이 이에 해당한다.

가. 테리의 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연구
나. 테러의 방지에 관해 수집된 국제기구 도는 외국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 등과 같은

-

적성평가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정보
다. 위 나에 열거한 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그 능력

① 특정유해활동 및 테러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라. 테러의 방지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되는 암호

② 범죄 및 징역의 경력에 관한 사항
③ 정보취급에 관한 비위 경력에 관한 사항
④ 약물남용 및 영양에 관한 사항

-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비밀의 유효기간(상한

5

년으로 갱신가능)을 정하

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⑤ 정신질환에 관한 사항
⑥ 음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사항
⑦ 신용상태 등 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특정비밀로서의 지정을 해소하여야 한다.
-

한편 지정의 유효 기간이 합산하여

30

-

에 대해서는 ① 조사에 관해서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만 조사할 수 있다.

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활동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당해 지정에 관련된
-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

단,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를 말함) 및 동거인

적성평가의 절차는

①

우선 평가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ⅱ

ⅰ

)

조사를

본인 또는 그 상사, 동료 등 관계자

요하다는 점을 그 이유를 명시하여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게 질의를 하고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비밀의 취급업무를 행하는 직원의 범위를 정하여,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

②

평가대상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ⅲ

)

공무소 또는

③ 특정비밀 취급업무를 행
하는 경우에 그것을 유출할 우려 유무에 대해 평가하고 ④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⑤ 마지막으로 적성평가에 관한 고충에 대응하는 절차

특정비밀이 기재 된 문서에 특정비밀의 표시를 하는 등 보호를 위해 필요
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제4조)

를 거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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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성평가의 실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적성
평가의 결과，③ 적성평가 실시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가공
금지 되는 바,

,

판례 및 이슈

2.

EU

무원법상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에

1

집행위원회,

EU-US A

사이의 개인정보 교류에 있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제시(2013.11.27)

이용 및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 특정비밀의 제공
-

안전보장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행정기관에 특정비밀을 제공하는 경우

· 예컨대

□ 개관
○ 미국에 대한 조치 요구
(

A

부처가 안전보장상 필요에 의해

B

부처에게 특정비밀을 제공할 수

A

부처와

부처가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B

B

불안을 야기하였고
-

부처는 안전보장상 특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약업자에게 특정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A

○

이에 따라

-

자는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임직원에 특정비밀

의 대응방안 제시)

(EU

년

2013

월

11

일

27

EU

와

사이의 정보교류

USA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응방안을

데이터 교류에 관한 전략안) 여기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프로그램

(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다.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해 특정비밀을 제공하는 경우
- (

·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특정비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세이프 하버 협약의 기능 분석)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
다고 인정되는 때

- (EU-USA

-

이 밖에
이하

② 민사소송법 제223조 제6항 또는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제9조 1항의

EU

와

USA

사이에 상업적 목적으로 야기되

는 데이터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① 각 의원 등이 행하는 심사, 조사로서 공개되지 않는 것, 형사사건의 수사 등 공익상

공동 작업반 설치 보고) 본 연구반은
EU

PNR

2013

년 7월에 설치되었다.

집행위원회는 ‘항공기승객정보협약(Passenger

Name

Records,

협약)’과 ‘테러의 재정지원을 수색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정보의

처리와 이의 미국으로의 이전에 관한 협약(the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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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로로 야기된 도전과 위험을 기술하고 언급한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한

의 취급업무를 행하도록 한다(제8조)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심의회에 제시하는 경우

EU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다.

부처와 계약업자는 특정비밀의 취급업무를 행할

직원의 범위 등 특정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업

-

와 미국의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 구체적인 6가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안전보장상의 특단의 필요가 있는 계약업자에게 특정비밀을 제공하는 경우
A

시민들에게 엄청난

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미국에 대하

비밀 취급업무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

EU

EU

부처

의 장은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직원에게 특정

-

최근 미국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폭로되어

있다. 이 경우 특정 비밀 취급업무를 행할 직원의 범위 등 특정비밀 보호
에 관한 사항에 대해

)

이하

TFTP

Terrorist

Finance

협약)’에 관한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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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 제정 움직임

현재

EU

화하려는 법률안 제정을 시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EU

(EU

)

는 개인정보보호를 강

□ 신뢰회복 위한 구체적 조치
○ 데이터 보호의 효과 확보

집행위원회의 법률안
-

은 최근 유럽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는
U

-

EU

년

2013

년

2013

월

10

일과

24

월

10

일 투표에 의해

집행위원회에게

21

EU

집행위원회는

EU

협약에 의한 양국의 개인정보 교환) 테러범죄와 그 밖의 중대범죄의 예방

(

은 다양한

EU

EU

와 미국 사이의 개인정보의 교

EU

와

USA

의 안전, 그리고 대서양의 관계를 확대하는

-

」 개정

데이터 보호법

년

2012

월

1

EU

(The EU Data

Protection Reform)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은

가지 중요한

5

요소를 담고 있다.

협약을 통하여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법공조에 관한 협약, 항공기승객정보의 이용과 미국으로의 이전
에 관한 협약(PNR 협약), 테러의 재정지원을 수색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정보
의 처리와 이의 미국으로의 이전에 관한 협약(TFTP 협약), 미국과

※ 「2012 데이터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장소적 적용 범위(Territorial scope)
-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EU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기업들도 자신들이 상

Europol

사이의 협약 등이다.

○

의 안전 협력의 본질적인 요소다. 하지만 최근 미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 교류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년

2014

EU

및 투쟁과 관련하여 범죄소추의 목적으로

-

따라서 디지털 경제,

일의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데이터보호규정

25

○「

of personal data)

EU-USA

국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의 폭로는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신뢰에 부정적인

E

초까지 협상을 종결할 계획이다.

환(exachange

사이의 개인정보의 이전은 무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영향을 주었다. 특히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

이 조속한 시일에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

USA

정보 공유는 또한

이사회와 협상 권한을 위임하였고,
정상들은

와

EU

품과 서비스를 EU 소비자나 이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EU
의 데이터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기업의 지리적 위치나 이의 처리시설과는 독
립하여 데이터보호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ercial

)

EU

와 미국 사이에 발생하는 상업적 목적(comm

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전은 ‘세이프 하버 원칙(Safe

purpose)

Decision)’

Harbour

에 규정되어 있다.

② 데이터의 국제적 이전(International transfers)
- 개정안은 데이터가 EU 외부로 이전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안전기준이 개인의
권리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이 허용될
수 있다.

-

이 원칙은

로부터 미국내 기업으로 개인정보(Personal

EU

경우 법적 근거(legal

basis)

가 된다.

Data)

를 이전하는
③ 법적 제재(Enforcement)
- 개정안은 집행과 관련하여 기업이 EU 법을 준수토록 위해서 억지적(dissusasive)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는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의 2%까지(EU의회는 최대 5%까지 제안
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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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협정(arrangements)의 주요 원칙

- 개정안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와 같은 데이터 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안전(security)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미국의 정보수집프로그램

-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의 준수의 투명화

의 폭로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 세이프 하버 원칙들을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명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다. 클라우드에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기업들

- 공공기관을 포함한 집행

이 외국의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이들은 데이터 통제자라
기 보다는 데이터 처리자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이프 하버의 취약점) 세이프 하버의 기능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

⑤ 법률의 집행(Law Enforcement)

(

이 체계에 많은 취약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개정안은 법집행 영역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규정을 둘 것

·

이다.

(

certified)

○ 세이프 하버의 안전성 확보
-

(

세이프 하버 개념)
은

Directive)’

EU

년

‘1995

때문에
EU

데이터 보호지침(1995

EU

Data

·

of

을 보장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 하버 결정)

년

월

7

결정은

년 데이터 보호 지침‘을 기초로 집행위원회는

일 ‘세이프 하버 결정(Safe

26

EU

Harbour

(

데이터 교류 중지 및 철회 권한 관련 문제점) 현재 ‘세이프 하버 결정’에

의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인증된 기업에 데이터의 교류를 중지할 권한을 집
행위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집행위원회는 지침95/46/EC에 의해서 세이프

2000

하버 결정을 중지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

을 채택하였다. 이

decision)’

로부터의 역외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규

-

(

세이프 하버의 개선안)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의 세이프 하버 제도 유지, 세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 프라이버시 원칙’과

이프 하버 제도의 강화 및 기능의 전체적인 재심사, 세이프 하버 결정의 중

자주 문의되는 질문(FAQ)’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지 또 폐지 등의 정책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

‘1995

시민들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

7)

protection)’5)

(

EU

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에서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level

한 세이프 하버 구성 기업들은 실제로 이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기

기업들은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 내의 경쟁기업들과 비교하

Protection

으며 , 집행위원회는 비 EU회원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 (adequate

-

투명성과 집행력이 부재 ) 투명성과 집행력 부재의 결과 자기 인증 (self-

6)

·

세이프 하버 협정의 기능) 세이프 하버 결정의 기능은 협정(arrangement)에

(

(

원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개선안은 투명성과 집행성에 관련되는 구

서명한 기업들의 준수여부(commitment)와 자기검증(self-certification)에 달

조적인 단점, 실질적인 세이프 하버 원칙, 국내의 안전이란 예외의 운영 등

려 있다. 이 협정의 주요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이다. 구체적으로는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당국은 이 세이프 하버가
원래의 의도대로 작동되기 위해 자기 인증한 기업의 세이프 하버 프라이버
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미국 당국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5)
6)

적정한 보호 수준’을 ‘adequacy decisions’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그 결과 세이프 하버 결정은 EU의 기업에서 미국의 기업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자
유로운 이전을 허용하게 되었다. EU와 미국 사이에 프라이버시 체계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세이프 하버 협약이 없이는 그러한 정보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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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이프 하버는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EU에서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도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데이터의 이전을 요구받는 기업들에 의
해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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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감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로 필요하다. 인증한 기업의 프라

2. 보상(Redress)

이버시 정책의 투명성은 개선이 필요하다.

·

(

⑤ 기업의 웹사이트에서의 프라이버시 정책들은 소송 외 분쟁해결방안(ADR) 제공자의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과의 논의를 통한 공동 대응) 긴급한 사안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미국

⑥ ADR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적당해야 한다.

당국과 확인된 단점을 논의하게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집행위원회는

⑦ 미상무부는 ADR 제공자들이 사용하는 절차와 고객에게 제공하는 후속조치에 관하여

세이프 하버의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다. 광범위한 심사 절차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가능성에 관하여 ADR 제공자를 체계적으로

는 공개 협의를 거쳐서 유렵의회와 이사회에서 토론을 하고 미국 당국과도
논의를 할 것이다.

모니터링해야 한다.
3. 집행(Enforcement)

□ 집행위원회의 요구안
○ 세이프 하버 규정에 의한 보호 기능의 개선
-

집행위원회는

⑧ 세이프 하버에 따른 기업들의 인증과 재인증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몇 퍼센트가 이
들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지 직권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
다(형식적인 요건 준수의 통제를 넘어서)
⑨ 이 정책의 비준수가 발견될 때는 이의제기나 조사가 있어야 하고, 기업은 1년 후 특

가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세이프 하버 규정의

13

별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년 여름까지 이에 맞는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2014

한다. 이어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⑩ 기업의 준수나 이의제기가 계류 중이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미상무부는 EU 데이

가지 권고안을 근거하여 규정을 심

터보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3

⑪ 세이프 하버를 준수하고 있는 허위주장은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사한다.

4. 미국 당국에 의한(Access by US authorities)
⑫ 자기검증한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들은 미국법이 공공기관에게 세이프 하버에 의해

※ EU 집행위원회의 13가지 권고안

서 이전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하도록 허용한 정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
1. 투명성(Transparency)

다. 특히 기업들은 그들의 프라이버시정책을 보여주도록 고무되어야 한다(그들이 국

① 자기검증(self-certified)한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해야

내의 안전, 공익 또는 법집행요건을 충족하는 원칙들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한다.

⑬ 세이프 하버에 규정된 국내의 안전을 위한 예외는 엄격하게 필요하거나 적정한 정도

② 자기검증한 기업들의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정책들은 항상 이 제도의 ‘현재’의 구성

에 한해서만 사용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원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상무부의 세이프 하버 웹사이트에 링크를 항상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기검증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하청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프라이버시의 요건들을 공개해야 한다.
④ 현재 세이프 하버 제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기업들은 미상무부의 웹사이트에서 명
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형사소추영역의 데이터보호 강화
-

경찰 및 사법의 협력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이전과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
협약(IP/10/1661)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신속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시민들을 위하여 고도의 데이터보호 수준을 보장해야 하며

EU

및

의 시민들 위해서 권리도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미국에 거주하고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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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U

시민들에게만 적합한 권리구제절차가 미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

다.

○ 현행 사법공조협약의 재수용과 데이터이전의 목적을 위한 영역 특유의 협약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EU 통신정보보관지침 은
위반된다는 견해 제시(2013.12.10)

2

미국 기관은 기본적으로

와

EU

역 특유의 협약(PNR 협약과

USA

TFTP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사법공조협약과 영
협약)과 같이 기본적으로 법적 토대를 재

□ 개관
○ 유럽사법재판소
General)8)

할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의 요청은 오로지 예외적인 사례에

‘

서 그리고 명백하게 인정되고 법원의 통제를 받은 조건하에서만 허용되어야

이 지침이

○ 국제적 차원에서의 데이터보호 기준의 촉진
년 유렵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2001

제는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있어서 인간의 보호를 위한 유럽평의회의 협약

구체적 내용

EU

「

일

10

EU

의 법무관(Advocate

European

Union)

통신정보보관지침(2006/24/EC)

」 이하
(

기본권 헌장 위반 여부에 대한 소송의 최종변론에서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9)

의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

EU

2

가지 요구안

6

월

12

the

」

통신정보보관지침 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에서 통신내용을 제외한 모

든 통신접속정보와 인터넷 접속정보 그리고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등을 최대

※ 참고자료
의

EU

Justice

으로 재판관들이 법무관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법재판소

에도 가입해야 한다.

EU

년

of

기본권 헌장에

유럽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법무관의 견해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일반적

-

미국은 이미

2013

지침’이라 한다)의

한다.

-

은

수용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이 형수소추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필요로

(Court

EU

년까지 저장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결 판결
○ 아일랜드 디지털 권리

(Preliminary ruling)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1166_en.htm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1059_de.htm

‘

-

아일랜드는

’

사건(사건번호

C-293/12)

년 전기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2011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을 국내

법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일랜드 디지털 권리 회사(Digital

Rights Ireland

는 전기통신법상 통신정보보관 관련 규정이 아일랜드헌법과

기본

Ltd)’10)

EU

권헌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제기하였다.

8)

The

position

European

representing
They
role,

of

legal

mainly

Advocate
systems,

clients
offer

in

General

where

courts.

legal

They

advice

is

well

established

higher courts

to

are

not

judges

depending on countries and on the

are

judges

on

the

nature

in

the

assisted by

of

either,
cases
cases

French,
these

although

being

Dutch,

legal

tried.

they

and

some

other

continental

officers.

They are

not

are

members

of

They

full

may

also

have

a

advocates
the

courts.

prosecution

(criminal or civil).

그러나 이 지침은 EU 입법자가 이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
10) 통신기술 분야에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기업을 말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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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 자이틀링어(Seitlinger)’ 사건(사건번호

‘

※ 관련 조문 : EU 기본권 헌장 제8조

C-594/12)

- 제1항 : 모든 자는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권을 가진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통신정보보관지침이 전기통신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국내
법으로 전환되어

년 4월 1일 발효된 바 있다. 자이틀링어, 캐르트너

2012

부 등은 국내법으로 전환된 법률의 해당 규정이 오스트리아 헌법과

EU

州정

- 제2항 : 개인정보는 오로지 정해진 목적을 위해 신의성실, 당사자의 동의 또는 그 밖에

기본

해 수집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들 데이터에 대해 수정할 권리를

법률에 정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자는 자신에 관

가진다.

권 헌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제기하였다.

- 제3항 : 이 규정의 준수여부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감독된다.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제한되는 기본권 및 보호범위
(

)

○
지침

2006/24/EC

-

(EU

기본권 헌장 제8조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권)

는 개인정보보호(Protectection

of

personal

EU

-

과

구별된다. 즉, 제8조는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규정이다.
-

(EU

통신정보보관지침) 지침

는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2006/24/EC

그 자체는 사생활존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2006/24/EC’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는 데이터의
저장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을 통하여 보장되는 사생활존중권을 ‘침해’

12)

for private and family life)

우선 ‘지침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1)

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기본권은 제7조의 사생활의 존중권(Respect

-

기본권 헌장 제8조

data)

가 사생활

2006/24/EC

의 존중권을 특별히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는 개인정보보호권에 대한

제한이고 명백히 기본권 헌장 제8조제2항과 제3항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

사생활존중권의 특별하고 중대한 침해) 법무관은 지침

(

한다고 반복하여 판단하고 있다.
-

지침

는 이들 서비스제공자에게 스스로 데이터를 회원국의 영역

2006/24/EC

미친다. 동 지침 제5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내에서 그리고 회원국의 사법관할 내에서 저장해야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

수 있는 통신정보를 저장하여 보관해야 함은 물론, 송수신 전화번호, 이동전

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데이터가 접근될 수 있거나 유포

화의 위치, 인터넷 접속

될 수 있는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IP

등을 저장하여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 또한 동 지침 제 조제 항은 공중정보통신망이나 공중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2

1

-

데이터 보관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데이터를 회원국

자나 참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도 보관할 것을 규정

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접근과 모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개인의 허락

든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동시에 사생활의 존

이 있어야만 유포가 가능하다.

중권의 요청에 역행하여 이용할 위험이 증가한다.
-

따라서 지침

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생활의 존중권을 특별

2006/24/EC

히 중대하게 침해한다. 따라서 침해의 유효성 그리고 침해가 비례성 원칙을
준수 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1) Charter of
12)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U 기본권 헌장 제7조는 ‘누구나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족 생활, 가정,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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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기본권 헌장 제52조 제1항의 비례성 심사

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를 심사

한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비례성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성의 요구는 기본권 헌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비중
을 가진다. 여기서는

의 일반적인 행위 원칙으로서의 비례성이 아니라, 모든

EU

기본권 제한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의 비례성이 문제된다.
-

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은

기본권 헌장 제52조 제1항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의 모든 제

입법목적의 정당성) 지침

(

·

○ 안전

(Security)

-

EU

입법자의 의무이다.

과 데이터보호의 이익형량

법무관은 지침

2006/24/EC

제6조는 회원국에게 동 최대

년까지 보관하도

2

록 요구하는 한 기본권헌장 제7조 및 제52조 제1항과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는 완벽하게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

2006/24/EC

다. 즉 수집 보관 중인 데이터를 중대범죄의 수사, 확인, 소추를 위해서 확보한
다는 전제 하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심지어는 관련되는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특
히 저장될 데이터의 범주의 목록을 정당화해 주는 보호조치들은 지침
/EC

2006/24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단 및 방법의 적절성) 지침

- (

는 이 지침의 소멸(즉 일몰조항,

2006/24/EC

sun

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단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set clause)

·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프라이버시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리하여 이를 개정하거나 심지어는 폐지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
은

EU

입법자의 직무이다.

· 그러나 지침

2006/24/EC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집행위원회에게 지침의 이

행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해서 회원국이 제출하는 통계를 토대로 보고서
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지침의 개정을 제안하도록 할 의무를 지우
고 있다. 특히 수집되어 보관용으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범주 목록 및 저장

※ 참고 자료

기간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지침
clause)

판결문 전문
2006/24/EC

는 이 지침의 소멸(즉 일몰조항,

sunset

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프라이버시권리의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docid=145562&mode=req&pageIndex=2&dir=&
occ=first&part=1&text=&doclang=EN&cid=399288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리하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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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기관 및 회원국 단체,

EU

3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법률안 에

EU

EU 집행위원회 법률안

대한 의견 제시(2013.12.10)

EDRi 수정안

이유

제23조(오픈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 개관
○ 집행위원회는
EU

이용할 자유, 합리적인 트래픽관리)

2013

년

월

일

9

12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법률’

‘EU

안 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특히 법률안 제23조에서 ‘통신망중립성’에 관
13)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이 법률안은

지침(dir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

회원국

EU

모두에게 곧바로 적용된다.

면서 서비스의 질이 보장된 ‘특성화서비스(specialisd

를 규정하고

service)’14)

있는데 본 규정은 사실상 통신망 등급을 분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 웨어에 접속하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문은
다.

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최종 이용자는 데이터의 볼륨과 속도

이용자들에게 차별되는 서비
스를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지

로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자체, 또는 특 이고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의
볼륨에 관한 그러한 합의에 따라 인터 별한 계층을 기초로 차별하지 않는다 혁신적인 환경에 부정적일 것
넷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 는 전제하에서 데이터의 볼륨과 속도 이다.
비스의 제공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 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계약을 제공할

.

및 회원국의 기관 및 단체들이 많은 견해들을 제시

EU

츠에 접근할 수 있고 유포할 수 있으 하고 유포할 권리를 가지며, 애플리케 가 있기 때문에 대략 연간 50

에 관해서는 인터넷접속제공자와 자유 하지만 인터넷접속제공자는 콘텐츠, 애 만 결국에는 이들에게 부정적

○ 또한 법률안에 따르면 전통적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침해될 수 없다고 하
이와 관련하여 많은

비스를 통하여 자유로이 정보와 콘텐 비스를 통하여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자유

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자신이 이션을 운영하고, 자신이 선택한 하드 억 파운드를 지불하고 있는

서 회원국의 국내 법률로 전환과정이 필요 없어서 발효될 경우

-

제1항 : 최종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 서 제1항 : 최종이용자는 인터넷 접속 서 영국 소비자들은 수많은 혼합

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 있다.

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견해를 살펴본다.
제2항 : 최종이용자는 또한 공중통신사 제2항 : 최종이용자는 또한 공중통신사

□ 유럽디지털 권리
의 수정안
○ 시민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자유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시민단체인
(European

럽 디지털 권리(EDRi)’는

D igital

2013

년

Rights,ED Ri)

월

11

일

26

업자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자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2013.11.26)

제공자와 질이 강화된 서비스(양질의 제공자와 질이 강화된 서비스(양질의

유

‘

집행위원회의 법률안 중 ‘망

EU

서비스)에 해당하는 특성화 서비스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특성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해서도 자유로이 합의할 수 제공에 관해서도 자유로이 합의할 권
있어야 한다.

13)

Proposal
down
a

for

measures

Connected

Regulations
14)

"specialised
closed
used

a

REGULATION
to

(EC)

service"

a

the

means

an

for

public

THE

EUROPEAN

European

amending

market

for

AND

electronic

2002/20/EC,

communications

networks
access

internet (Article

PARLIAMENT

using
service;

the
and

service

Internet
that

is

or

final,

any

Protocol
not

THE

COUNCIL

communications
and

other

service
strict

functionally

15) https://www.laquadrature.net/files/2013_New_Draft_Telecom_Regulation.pdf.

and

to

laying
achieve

2002/22/EC

2013/0309

with

2-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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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02/21/EC

No 531/2012(COM(2013) 627

electronic

internet

single

Directives

and (EU)

communications

substitute

available over

the

and

No 1211/2009

electronic
as

complete

Continent,

OF

and

(COD)).
operated

admission

identical

to

within

리를 가진다.

최종 이용자에게 특정화서비스를 제공 최종 이용자에게 특정화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위해서 콘텐츠, 애플리케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콘텐츠, 애플리케이
션, 서비스 제공자와 공중통신사업자는 션, 서비스 제공자와 공중통신사업자는
양질의 서비스나 전용 능력을 갖춘 특 양질의 서비스나 전용 능력을 갖춘 특

control
services

성화서비스로서 해당 데이터의 볼륨이 성화서비스로서 해당 데이터의 볼륨이
나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하여 서로 자 나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하여 서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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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서비스가 인터넷접속서
비스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는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
세한 세이프가드(safeguards)
가 필요하다.
‘반복적(recurring)으로

또는

지속적(continuous)으로’라는
문언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
에 삭제하였다.

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유로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성화
서비스의 제공은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일반적인 질을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
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특성화서비스

한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는 다

의 제공은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일반

음 각 목을 위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

적인 질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고 비례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
본 조항은 법률안 제23조.5.a

당성과 관련되는 EU와 국내의 입법기

삭제

리 조치는 다음 각 목을 위하여 투명
하고, 비차별적이고 엄격하게 비례적이

반적인 망중립성 원칙을 우회

법적 근거나 법원의 명령이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국

없는 중대범죄의 방지나 저지

내입법에 의해서 그리고 차별

관에 불이익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에는 예외로 한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

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은 일

제3항 : 이 규정은 전송되는 정보, 콘
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정

다.

조치를 하기 위해 확실히 필요한 경우

과 접속차단(blocking)을 허용
할 수 있다.

a) 법률규정이나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 a) 법률규정이나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
기 위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방지거

기 위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방지하

나 저지하기 위하여.

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제4항 :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자유

설 기업에 의해서 법집행기관
의 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
이 수정안은 유럽 기본권 헌
장 제52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의 행사는 제25조 제1항(공중통신사업

필요하다.

자는 개별적으로 협의한 것을 제외하
고는 투명하고, 동일하고, 충분한 최신

b) 네트워크의 무결성과 안전성, 이 네

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제26조 제2항

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

(공중통신사업자가 최종이용자에게 계

는 법의 지배 바깥에 있는 사

좌동

약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 제27조

고 최종 이용자의 터미널을 보존하
기 위해서.

제1항과 제2항(공중통신사업자가 최종

b) EU의 전자적 통신 제공자의 네트워
크의 무결성과 안전성, 이 네트워크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최종 명확성을 위해서.
이용자의 터미널을 보존하기 위해
서.
인터넷에서의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통신 소비와 관련한 제공해
야 할 정보)에 따라 완전한 정보를 제
c) 원하지 않은 통신의 전송을 제한하

공받아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는데 사전에 동의를 한 최종 이용자에
게 그러한 통신의 전송 금지를 위하여.
제5항 : 인터넷 접속을 위하여 계약상 제5항 : 인터넷접속을 위하여 계약상

c) 원하지 않은 직접 마케팅 목적의 통
신의 전송을 제한하는데 사전에 동
의를 한 최종 이용자에게 그러한 통
신의 전송 금지를 위하여.

합의된 데이터 볼륨 또는 속도제한 내 합의된 데이터 볼륨 또는 속도의 제한 ‘적절성, 비례성, 효율성, 비차

통신’이란 용어는 자의적인
제한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은 EU
지침 2002/58/EC의 문언과
일치한다.
application-agnostic 조치만으

에서는 인터넷접속제공자는 특별한 콘 내에서는 인터넷접속제공자는 특별한 별성, 투명성’ 개념이 명확하
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이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이 게 규정되어야 한다. 엄격한

d) 동등한 유형의 트래픽은 동등하게 d) 동등한 유형의 트래픽은 동등하게

의 특별한 등급분류에 대해서 차단, 속 들의 특별한 등급분류에 대해서 차단, 예외적인 성격의 콘텐츠은 아

취급되어야 한다면 일시적 또는 예외

취급되어야 한다면 일시적 또는 예

도저하, 질적저하, 차별을 통해서 제1 속도저하, 질적저하, 변경, 차별을 통해 래와 같다.

적인 네트워크 혼잡의 효과를 최소화

외적인 네트워크 혼잡의 효과를 완

항에 규정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아니 서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제한해서는

하기 위하여.

화하기 위하여.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 아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pplication-specific

조치는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을 동등
하게 다루는 한 취해져야 한
다.
반복되는 ‘일시적인’ 문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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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의 공개적 성격을 훼손
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

전자적 통신과 관련하여 모든 데이터 패킷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출처,
대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혁신과 제

된다는 점이 입법에서 명확히

대로 기능하는 경쟁을 위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되어야 한다.

자유(EU 기본권 헌장 제11조), 기업의 자유(EU 기본권 헌장 제16조), 높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는 이 항에 규정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는 이 항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에 행
처리가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에 행 해진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송되는 중
해진다.

간에 통신의 일부의 콘텐츠이 처리되
어서는 안된다.

수준의 소비자보호(EU 기본권 헌장 제38조)를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
가 전송 데이터의 콘텐츠의

○ 법률안에는

망중립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망중립성이

“

일부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된

란 개념은 오로지 입법이유서 번호

다.

과

성이란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가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2.1

3.6

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망중립

출처 및 대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망중립
성에 관한 모든 규정들이 승인한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견해이다.
ISP가 공공 인터넷 접속에서

규정들로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서비스의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거 경우에는 무제한의 데이터를

-

나 제공되는 인터넷의 콘텐츠, 애플리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의 용량

요구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네덜
란드 망중립성법에 근거하고

이러한 원칙들과 벗어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심사될 기준에 의해서 좁게
개념 정의된 예외 목록을 근거로 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법률안은 이러한

케이션, 서비스에 근거하여 인터넷접속 제한에 대해서는 긴급제한조
서비스의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

○ 연방상원은 법률안 제
“

□ 독일 연방상원 입장
○ 연방상원은 정보사회의 중심적인 매체로서의 공개 인터넷

(Open

고도의 전송의 질을 요구하고 최선의 노력 원칙에 의해서 기능하는 공개인

월

11

29

일

EU

터넷에 나머지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게 하여 경쟁

에

Internet)
EU

집

행위원회의 법률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년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기본적인 구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한 특

성화서비스는 최종이용자의 모든 광대역접속에서 한정된 전송능력 내에서

시민들이 평등하고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2013

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특성화서비스”와 그 밖의

23

있다.

○ 독일 연방상원은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법률안

에 대하여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중에서 망중립성에 관한 입장이 중

을 배제하게 한다.

○

연방상원은 또한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공개 인터넷(Open
성화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과 특

Internet)

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거부한다. 특성

화서비스와 공개 인터넷은 명확하게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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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서비스는 오로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기술적 필요성이 있는 경

예를 들어서 정당한 단기간의 과부하 관리나 트래픽 관리와 같이 증명할 수

-

우에만 특별한 질이 보장되는 실시간으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있는 예외를 명백하고 투명한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위해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데이터의 볼륨을 제한하는 계약을 예정하는 영업모델의 경우에는
특정한 데이터서비스가 사용량에서 임의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예정된
데이터볼륨을 모두 사용한 이후 속도저하에서 임의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

□
○

도

데이터 보호 감독관(the
년

2013

11

월

14

일

EU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이하

EDPS)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하여 포

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중에서 망중립성에 관한 입장이 중요한 부분을

데이터볼륨이나 데이터교환의 전송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는 것이 콘텐츠,

차지한다.

다. 최종이용자의 광대역접속의 한정된 전송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

○

는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

-

EU

인터넷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망중립성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

조에서 도입한 것을 환영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률안은 최종이용자에게 공개인터넷(Open

Internet)

으로부터의 이익을 제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두고 있다. 제23조 제1항과 제5항에서 예외의 방식으

따라서 자본이 약한 제공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될 수 있고 소규모 기업이

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를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 이 조항들에 의해

나 지역에서 영업하는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경쟁의 왜곡이 동시에 나타난

서

다. 기술을 조건적으로 제한되는 전송률을 가진 광대역망에서 자칫하면 특

는 트래픽을 차별하고,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단할

ISP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의 토대가 되는 통신감청기술에 관한 정보를

정한 서비스의 우선은 다른 서비스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는 우선 다음의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즉 새롭고 어쩌면 더 비싼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 인터넷을 단계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개 인터넷

는

EDPS
23

원칙에 의해서 기능하는 인터넷의 나머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

따라서 트래픽관리가 데이터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종

과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전송시설의 구축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것인지

이용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23조 제5항은 이 규정의 범위 내

이다.

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통신감시기술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 연방상원은 연방정부에게

한다.
EU

차원에서 망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U

법률안에는 특정한 서비스질이나 독자적인 능력을 가진 특성화서비스로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용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된

-

데이터 보호 감독관의 입장

EU

속도저하나 차단과 같이 명백하게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데이터의 우선적
인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감독관은 법률안에 근거하고 있는 트래픽 관리조치는 엄격한 비례성과
필요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제23조 제5항은 트래픽
관리조치가 행해지는 근거를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 항목들 중 ‘법
률규정의 집행’과 ‘중대범죄의 예방 및 저지’에 대한 규정상의 문제점을 지

-

불균등한 취급이 명확히 정의되고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예외를 통해서 허

적한다.

용되지 않는 한, 모든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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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법률 규정의 수행’의 근거와 관련하여

이전을 방지하는 것을 트래픽 관리의 근거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EDPS

여

있다.

· 법률안 제

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트래픽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전자적

와 국내의 입법기관에 불이익이 되지 않아야 한

EU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로부터 얻는 이익을 방지할 수 없다.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트래픽 관리의 근거로서 법률 규정의 이행은 필
연적으로

EU

· 이러한 근거에서 행해질 수 있는 트래픽 관리조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

는

EDPS

최종이용자의 동의를 요하는 원칙들이 법률안의 이유서에 명시하도록 권고

법이나 국내 법률 하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콘텐츠를

차별하고,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차단하기 위한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는 그러한 동의가 특별하고 확실하고 또한 자유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통지되어야 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통신의

조 제3항은 ‘전송되는 정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23

의 정당성과 관련되는

EDPS

한다.

○

는 제23조 제5항은 최종 규정에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는 적절한 목

EDPS

고 이러한 트래픽 관리조치가 민감한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할 수 있는 경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하야야 한다

우에는 비례성을 벗어나서 최종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데이터

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EU 기본권 헌장 제7조와 제8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를 덜 침해하지만, 최종이용자가 접근하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차별할

EDPS

는 법률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정의 이행이란 근거는 법률안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두 번째로 중대범죄의 방지와 저지 목적을 차단과 관련하여 이미 제

조제5

-

23

EDPS

따라서 이 규정에 정한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경우 트래
픽 관리조치는

항a에서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트래픽 관리의 조치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헤드의 처리는 통신의 콘텐츠 감시보다는 프라이버시

IP

IP

헤더만을 분석하는 통신감시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을 제23

조 제5항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는 지적하고 있다.

DPI

와 관련되는 분석을 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대 범죄의 방지와 저지는 매우 광범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

따라서 통

신콘텐츠의 예방적 분석 및 잠재적인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 이용되는 광범
위한 트래픽 관리조치를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관리조치는 사법재판소가

Scarlet

v.

SABAM

사건에서 주장

※ 참고자료
의 수정안

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기본권에 위반된다. 그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EDRi(European Digital Rights)

와 통신의 비밀도 침해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제23조제5항a가 이

http://www.edri.org/files/21112013-EDRi-NN-amendments.pdf

미 특별한 법적 절차 내에서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는

독일 연방상원의 입장

:

:

EDPS

http://www.bundesrat.de/cln_350/SharedDocs/Drucksachen/2013/0601-700/689-1-13,templateId%

중대범죄의 방지와 저지에 관한 규정을 제23조제5항a에서 삭제할 것을 강
력히 권고하고 있다.

○ 또한 제

3Draw,property%3DpublicationFile.pdf/689-1-13.pdf
EU

데이터 보호 감독관의 입장

:

https://secure.edps.europa.eu/EDPSWEB/webdav/site/mySite/shared/Documents/Consultation/Opi

조제5항c는 최종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근거로 원하지 않는 통신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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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기준서 출간

따라서, 관련 기업이 기존에 존재하는 안내서 중 각자 선호하는 기준, 이유,

․

증거 등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평가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4
(2013.11.28)

있는 기준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 개요
○ 영국 정부는
Call

for

[표 26] 영국내 사이버안보 기준 관련 이니셔티브 경과 내역
일자

년 3월 1일 개시한 사이버안보 기준에 관한 협의(정식 명칭:

2013.03.01

사이버안보 기준에 관한 협의 개시

에 따른 정부

2013.03.27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파트너십 개시

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

2013.10.14

사이버안보 기준에 관한 협의 종료

2013.11.28

사이버안보 기준에 관한 협의 결과 답변서 발간

2014년 초

사이버안보 관련 새로운 기준 발표 예정

2013

Evidence

on

답변서(Government
으로

사이버안보 기준 관련 이니셔티브 진행 경과

a

Preferred

를

Response)

Standard

년

in

월

2013

11

Cyber

Security)

28

년 초 사이버안보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

□ 배경 및 경과
○ 현재 영국 내에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기준과 내용의 안내서가
존재하고 있어 기업, 국민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국 전체에 통일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영국 정부는 사이버안보 기준에 관한 협의를 개시

○

사이버안보 기준에 관한 협의(‘13.3.1)’에 따르면, 기존에 존재하는 안보기준

‘

․

들은 복잡성 고비용 등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과는 다른 안보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여 발표(’14년 초)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표 27] 기존의 대표적인 사이버안보 관련 기준 분석 결과

하고 민간부문에

(’13.3.1)

사이버안보 관련 기준

․

ISO 27000 시리즈

본 합의는

년

2011

월

11

일에 공표된 사이버안보 전략(Cyber

25

에

․

의

Commission)

IASME

네트워크 정보보안에 관한 지침 및 독일의 사이버안보 침해 사실 통지를 위한
ISF (Information Security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 및 정부기구가 사용하기 위한

IASME

기준(the

Information As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16)

관리시스템(Information
ISO27000

16)

Security Management

· 이해가 용이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

·

· ISO 27000 시리즈에 비해 시장
에서의

· 대기업에서 주로 이용

활용이

제한적이며,

국제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움

Forum) 기준

의 국제표준체계인

ISMS)

란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기준인 ISO27001을 만족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을 말함.
과는 동일한 맥락을 따르고 있으나 특별히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이 형성되어 있음
ISMS란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의 일부로서 비즈니스 위험에 기반하여 정보보호를 계획, 구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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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야기

및 정보보호

시리즈 와 같은 사이버안보 기준 적합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ISO27001

17)

System,

Standard for

17)

IASME

등으로 중소기업에 이행상의

정보안보 모범관행에 관한

법안 등의 이니셔티브를 따른 것이다.
-

기준 제공
· 안정성 확보

Security Strategy)

관련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단점

· 정보안보 위협에 대한 관리 · 복잡성 고비용 등의 비효율성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보안체계를 재정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성

검토 및 개선시키기 위해 조직체계 및 정책, 정보보호 프로세스 및 절차, 정보보호통제 등으로 구성된 관리
체계를 말함. ISMS는 영국의 BSI(British Standard Institute)에서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실무 규약인
BS 7799를 사실상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BS 7799에 근거하여 ISMS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ISO 27000 시리즈는 이러한 ISMS 인증 체계 중 국제표준으로 완성된 것으로, 특히
정보안보 부문의 국제표준을 의미하며 다른 관리시스템(품질경영: 9000 시리즈, 환경관리 14000 시리즈)과
함께 ISMS 국제표준 패밀리의 모습 구현에 일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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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영국 정부의

※ 참고자료
답변서(Government

‘

Response,

‘13.11.28)’

에 따르면,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이버안보 기준이 수립될 예정이다.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3/12/articles/new-uk-cybersecurity-standard-works/
http://www.computerweekly.com/blogs/when-it-meets-politics/2013/11/uk-backs-standards-and-accredi.html
https://www.huntonprivacyblog.com/files/2013/12/bis-13-1308-call-for-evidence-on-preferred-stand

※ 새로운 사이버안보 기준의 수립 방향

ard-in-cyber-security-response.pdf

· 현재 운영되고 있는 ISO 27000 시리즈를 기반으로 ISF, IASME 등의 장점을 반영하여 수립

http://www.27000.org/

· 특히, BSI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사이버안보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한

https://www.huntonprivacyblog.com/files/2013/12/IASME-Standard-2.3.pdf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3/05/articles/uk-government-launches-cybersecurity-stand

형태로 설계
· 나아가 모든 기업, 학계, 공공기관과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안보 기준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ards-call-for-evidence/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3/03/articles/uk-government-launches-cybersecurity-partnership/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yber-security-organisational-standards-call-for-evidence

· 새로운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기업은 자신의 웹페이지 및 홍보자료에 ‘배지
(badge)’를 부착함으로써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을 달성하였음을 홍보 가능
·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포함될 구체적 기준이나 대기업의 적용여부는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3/02/articles/european-commission-launches-cybersecurity
-strategy-and-draft-directive-on-network-and-information-security/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3/03/articles/german-ministry-publishes-draft-law-for-cyber
security-breach-notification/
http://www.iasme.co.uk/index.php/about

□ 평가 및 전망
○ 기준의 통일성
(

https://tta.or.kr/data/weekly_view.jsp?news_id=1022
http://www.v3.co.uk/v3-uk/news/2309765/government-warns-against-lax-cyber-security-at-ftse-350-firms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3/november/government-plans-to-create-new-cyber-security

제고) 현재 영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기 다른 형태의

․

-standard-based-on-iso27000-series-/

사이버안보 기준으로 관련 기업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바, 통일성 실효성
있는 새로운 안보 기준 제정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향후 진행 절차) 영국의 방위 안보 산업의 주요 기업(BAE

(

과 영국은행가협회(British

heed Martin)

& Young, GlaxoSmithKline)

Bankers'

Systems, BT, Lock

Association),

관련 기업(Ernst

등은 정부의 새로운 기준 채택 수립계획을 지지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

년 초 관련 기준을

2014

정립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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