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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내 입법 동향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입법 동향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4.01.09)

□ 소관부처

:

추천하는 민간인 위원들로 구성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정보통신인프라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년 ㆍ
대란부터
년 ㆍ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사이
2003

1

25

2013

3

20

버 공격의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렇듯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체계

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

ㆍ

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4
조의3 신설).

○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감시
업무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술 및 안전 보장 방안을

․

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보장에

개발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 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4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

신설).

다는 의견이 제기됨.
-

□ 주요내용
○ 부정한 목적의 과도한 정보수집 및 제공요청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회가

정보보호에 관한 일관된 정책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현재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
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
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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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
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7조 및 제8
조의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관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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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신설).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01.2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

신설).

국방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 보호의 이행 여부, 경보발령, 사고조사 등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27조의3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최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KB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

,

된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

신설).

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출처

:

국회

○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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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공격('09.7월)에 이은

DDoS

·

3 4

공격('11.3월), 농협 전산망 해킹

DDoS

·

·

월)으로 금융업무마비 등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어 경제

(‘11.4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행정·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공공·민간기관의 기반시스템을 사이버침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현
2000.12.20

,

행법 규정으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

직무상 비밀 유출 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

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취약점 이력관리의무화

·

등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정보

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보호계획 수립 등의 주요 기반보호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외에 이들 기관을 포함시켜 행정기관이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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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제4호 신설).

(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
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
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서상기의원 대표발의,

2013.01.03)

,

,

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

□ 소관부처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

․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급증하고 있으나,
-

첨단통신 서비스를 악용하는 강력범죄 및 국가안보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속
수무책인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최근의 범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현행법상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27조제5호 제6호 및 제29조의2 신설).

※ 출처

발달로 인한 납치, 유괴, 살인 등 흉악범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날로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고, 테러 간첩 등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급속한 통신기술

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

수사기관은 감청절차의 투명성 문제로 현재 첨단통신에 대한 자체 감청 설
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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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통신사업자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감청 협조설비의 구비를 의무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임.

-

이로 인해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장을 통한 감청허가를 받더라도 강력
범죄자나 간첩 등 국보법 위반사범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선제대응
및 범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일반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함으로써 휴대

․

․

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 승인(법원 대통령)집행(정보수사기관)-협조(통신업체) 체제로 3원화한 선진국 수준의 감청제도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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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려는 것임.

II

□ 주요내용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
(

-

입법 동향

1.

1

안 제15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15조의4 신설)

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
를 취하도록 함.
-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

20

□ 개요
○ 호주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자 연방정부 기관 및 민간부문 기구들에
적용되는「프라이버시 보호법
」을 최근 개정하였다
○ 개정법은 년 월 일 의회를 통과하였고 년 월 일에는 국왕의
(1988)

2012

재가(Royal

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안 제
(

-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법 개정(2014.3.12.발효예정)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

-

해외 입법 동향

조의3 신설)

15

-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함.

국회

, 2012

받았으며,

년 3월

2014

12

일 발효 예정이다.

12

년 말 호주의회를 통과하였으며

1988

년 발효되었다.

1989

개발기구 지침서(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n

Guidelines
Data)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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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 법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유통에 관한 경제협력

Personal

:

Assent)

29

□ 배경 및 경과
○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관련 표준 제정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위

※ 출처

11

.

Flows

of

International

제17조에 따른 의무이행이 수행되도

록 하고 있다.
-

이 법의 도입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관(Privacy

이 처음으로

Commissioner)

임명되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 당국인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청’(th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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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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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 프라이버시 보호법 개정법은

※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개정과정
연도

가지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하 후술하기로 한다.

4

개정 과정의 주요 내용

2004-2005

민간부문 규정에 대한 OPC의 검토

2006-2008

호주법률개혁위원회(ALRC)1)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조사

○
-

2010-2011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창설) 호주 연방정부기관 및 민간부문 기구들이 개인

(

정보 취급에 있어 새롭게 통합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원칙들을 창설(부칙1)

ALRC의 조사결과보고 내용에 응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제고(Enhancing National Privacy Protection)” 발간

2009

호주 연방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기존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Informati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관한 개정 초안 공개
on Privacy Principles,

이하

IPPs)

2011

개인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침해에 관한 제소권을 다룬 문서인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침해에 대한 연방법적 소송 사유(A Commonwealth statutory cause
of action for serious invasion of privacy)” 발간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National

2012

프라이버시 보호법 개정안 채택

제시한다. 이러한

2012

“호주 프라이버시 침해 통지에 대한 논문(Discussion Paper: Australian Privacy
Breach Notification)” 발간

□ 주요 내용
○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

개의 부칙에 포함되어 있다.

Privacy Principles,

APPs

는 총

부칙 1(Schedule 1)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부칙 2(Schedule 2)

신용평가보고(Credit reporting)

부칙 3(Schedule 3)

프라이버시 보호 강령(Privacy codes)

부칙 4(Schedule 4)

「1988년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대한 그 밖의 개정사항
(Other amendments of the Privacy Act 1988)

부칙 5(Schedule 5)

그 밖의 법에 대한 개정사항(Amendment of other Acts)

부칙 6(Schedule 6)

적용, 과도적 및 예외 규정(Application, transitional and savings provisions)

세부 내용

APP 기관의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의

(open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PP 2

보호 요구

익명성 및 가명성(anonymity and pseudonymity)
요청된 개인정보의 수집
(collection of solicited personal information)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관련
원칙

요청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
(dealing with unsolicited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통지

APP 5

(notification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

APP 6
개인정보 및 식별자의 사용 및

(use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PP 7

공개에 관한 원칙 등 APP

직접적 마케팅 (direct marketing)

APP 8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및

해외 공개 (cross-border disclosures)

APP 9

정부관련식별자2)의 처리

정부관련식별자의 채택, 사용 또는 공개

방법에 관한 원칙

(adoption, use or disclosure of government
related identifiers)

1)

the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 9 -

을

보장 및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APP 4
내용

APPs)

그룹분류

요청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부칙

이하

개가 있다.

APP 3

※ 프라이버시 보호법 개정법의 부칙 및 내용

Principles,

13

각 부칙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여 특정한 주제
및 관련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Privacy

을 대체하는, 이른바

NPPs)

새로 창설된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APP)

APP 1
6

및 민간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Australian

APPs

-

년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비교할 때 다음의

1988

- 10 -

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개인정보의 완전성, 품질 및

개인정보의 품질(qu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APP 11

보안에 관련한 원칙

개인정보의 보안(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APP 1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개인정보에의 접근(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

APP 13

수정에 관한 요청에 관한 원칙

개인정보의 수정(cor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

및 신용평가보고 행동강령(CR

codes)

Code)

3)

동 개정법은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행동강령 및 신용평가보고에

Ⅲ

관한 행동강령 조항 부분에 제

B

부를 삽입함으로써 새로이

APP

행동강령

및 신용평가보고 행동강령을 규정하였다.

Ⅲ

신용평가보고 조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

A

2)

※

개정된 APP 행동강령 및 신용평가보고 행동강령의 내용
APP codes

부 및 관련 조항(즉, 신용평가

보존에 관하여 주로 규율하고 있다.

CR Code

- APPs의 요건에 더하여 운용됨. 즉, 하나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용평가보고 규정의

또는 그 이상의 APPs의 적용 및 이들에의

신용평가보고 시스템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개인의 이익과 개개인

적용 및 이들 규정에의 합치 방식을

합치 방식을 규정하여야 함

규정하여야 함

- APP 행동강령 개발자 또는 정보 감독원에

- 모든 신용평가기관을 구속하여야 하며

의하여 개발될 수 있음

어떠한 신용 제공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 APP 행동강령이 등록이 되면 APP 기관은

구속되는지 명시하여야 함

에게 소비자 신용을 제공하는데 따르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 APP 행동강령에 구속되며 이에

충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신용제공자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행에 개입하여서는

것이다.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개정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기관은 프라이버시에

제13조에 따라 해당 기관은 프라이버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법 개정 전·후 비교(접근 허용 개인정보)

대한 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되며, 동

대한 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되며, 동

개정법 제5부에 따라 정보 감독원의 조사

개정법 제5부에 따라 정보 감독원의

대상이 됨

조사대상이 됨

기존법 하에서 접근이 허용된

개정법 하에서 접근이 허용되는

개인정보(4가지)

개인정보(5가지)

- 신용장발행신청서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서를 요구하였던 신용
제공자 및 해당 신용장발행신청서에서
요구된 신용 금액
- 개인의 현재 신용제공자(들)
- 신용부도유무여부
- 해당 개인이 저지른 심각한 신용위반에

- CR 행동강령 개발자 또는 정보 감독원에
의하여 개발될 수 있음
- 등록된 CR 행동강령의 위반은 동 개정법

○ 정보 감독원

의 기능 및 권한 강화(부칙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 신용계좌 개설일
- 개설된 신용계좌의 종류
- 신용계좌 폐쇄일
- 개설되어 있는 각 신용계좌의 한도
- 해당 개인의 상환내역

-

용할 수 있음. 나아가 호주 연방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 모두에 대한 프라
이버시 보호 실태 조사를 실시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penalties)

정부관련식별자(government related identifiers)란 (a) 기관, (b) 주 또는 준주(Territory) 당국, (c) 기관, 주
또는 준주 당국의 직원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하는 직원, 혹은 (d) 연방 계약 또는 주
계약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로, 해당 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의
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식별자를 의미함(프라이버시 보호법 개정법 부칙 1, 23 Subsectio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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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감독원은 소송의 해결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외부 분쟁해결 제도를 사

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적 제재금(civil

관한 신용제공자의 의견

2)

행동강령(APP

에 관한 조항의 신설(부칙

사용할 목적으로 의도된 소비자 신용에 관련한 특정 개인정보보호의 처리 및

※

APPs

논리적이고 일관된 용어 도입) 보다 포괄적인 신용 평가 보고제도, 개선된

보고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다. 신용평가보고 관련 조항들은 주로 가정에서

-

행동 강령 신설)

(

(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및 논리적이고 일관적이며 간결한 용어의 도입(부칙
-

○

APP 10

- 12 -

부과 등을 할 수 있음

인터넷 법제동향
※

인터넷 법제동향

개정법상 신설된 정보 감독청의 기능 및 권한

판례 및 이슈

2.

신설된 조항

내용

제33조 C항

APP 기관의 개인정보 보존에 관한 평가 수행 권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1

의 망중립성(network

FCC

neutraliy)

관련 오픈인터넷

규칙 중 일부는 통신사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2014.1.14)

동 개정법에의 준수 보장을 위한 특정 행동의 이행/이행

제33조 E항

자제와 관련한 기관의 서면 보증서 접수 권한

제35조 A항

외부 분쟁해결 제도를 인정할 권한

제40조 A항

소송의 조정

부칙2 (항목90)

피소송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제52조 3A항

필요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명령도 ‘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

□ 평가
○ 프라이보시 보호 강화
(

)

□ 개관
○ 연방항소법원은
ederal

2014

년

1

월

Communications

14

일 미국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

Commission,

버라이즌(Verizon)이 제기한 소송에서
Internet

FCC

FCC)

를 상대로 미국 통신사

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중 일부가 통신사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버

Rules)

라이즌의 손을 들어주었다.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개정법은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

이하

3)

원칙(APPs)를 도입하여 호주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 버라이즌은

의무를 강화하였다는 점과 정보 감독원의 권한이 확장되었다는 점(특히 민사

규칙(Open

제재금의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개정전 법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

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판결로써 미국 법원이 망중립성

측면에 있어 큰 도약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칙을 무효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 참고자료

가 망중립성(network

FCC

Internet

원칙을 명문화한 오픈인터넷

neutrality)

에 의해 통신사들을 규제하는 것은 월권이며 부당

Rules)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망중립성 규제를 위한

의 관할 범위를 정한 것

FCC

일 뿐, 망중립성 원칙 자체에 대한 무효화 판단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 동
판결에 대한 국가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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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D?d113:10:./temp/~bd34G9::|/bss/|
http://homeland.house.gov/sites/homeland.house.gov/files/documents/12113_NCCIP_summary.pdf

□ 판결의 배경
○ 는
FCC

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한 오픈인터넷규칙 을 마련하여 브로드
4)

2010

밴드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차단금지(anti-blocking) 및 차별

http://homeland.house.gov/press-release/mccaul-meehan-thompson-clarke-introduce-bipartisan-le

금지(anti-discrimination)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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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Verizon

4)

Preserving

v.

Federal Communications
the

Open

Internet,

h/FCC-10-201A1_Rc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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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F.C.C.R.

17905

No.

11-1355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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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3원칙

※ FCC의 임무 규정 : 「1996년 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Section 706 고도통신 인센티브 (Advanced telecommunications incentives)

I. 자유롭고 공개된 인터넷 보존(Preserving the Free and Open Internet)
(a) 일반규정-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관할을 가지는 연방통신위원회와 각 주(州)위원회는
1. 오늘 위원회는 혁신, 투자,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경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

공공의 이익, 편의성, 필요성, 가격상한규제, 규제유예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역 통신

개적인 발판으로서의 인터넷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인터넷의 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속적인 자유와 개방성과 관련한 보다 큰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널

기타 규제방식을 이용하여 모든 미국 국민(특히 초등 및 중고등 학교와 교실을 포함)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터넷 규범과 우리의 이전의 결정들에 근거한 세 가지 기본 규

에 대한 고도통신능력(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의 합리적이고 시의적

칙을 채택한다:

절한 배양을 장려해야 한다.”

가. 투명성(Transparency) - 고정 및 이동 광대역 사업자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네트워

(b) 조사-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그로부터 정기적으로, 모든
미국인(특히 초등 및 중고등 학교와 교실을 포함)의 고도통신역량의 이용가능성과 관

크 관리 관행, 성능, 그리고 조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고정 및 이동광대역 사업자

련한 조사보고에 착수해야 하며 그 착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조

모두에 적용)

사서에는 위원회는 고도통신역량이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모든 미국인에
나. 차단금지(No blocking) - 고정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적법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

보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위

비스 또는 무해장치를 차단할 수 없으며 이동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적법한 웹사이트

원회는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전기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장려함으

또는 자신의 음성 또는 영상통화와 경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로써 그러한 역량의 파급을 촉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정 및 이동광대역 사업자 모두에 적용)
(c) 정의- “이 조항의 목적상:
다. 비합리적인 차별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 고정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1) 고도통신역량- ‘고도통신역량’이라는 용어는 전송매체 또는 기술과 무관하게, 고속의,

적법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전송에 있어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선 안 된다. (고정광대

변환된(switched) 브로드밴드 전기통신 역량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 어떤 기술을

역 사업자에만 적용)

사용하여 고품질 음성, 데이터, 그래픽, 및 영상 통신을 생성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는 이 규칙들이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상호보완적인 원칙들과 함께 적용되

(2) (생략)

어 소비자와 혁신가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코어 및 엣지 네
트워크 양면에서의 활발한 민간 투자와 빠른 혁신을 통해 인터넷이 지속적으로 번창할
것을 보장함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이하 생략).

○ 그런데 미국 통신법은 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broadband

공중통신사업자’(common

9. 이 규칙들은 유무선(wire and radio)을 통한 주(州)간 통신 및 해외 통신에 대한 우리의

‘

관할권 내에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투자를 촉진하고 음성 및

가 아니라 ‘정보서비스’(information

carrier)

를

provider)

service)

사업자로 분류한다.

영상 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지시하는 규정들을 포함하는 통신법(Communications
Act)과 1996년 전기통신법의 구체적인 법적 위임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

는 요건부과의 법적 근거로

FCC
Act

of

의

1996)

「

1996

년 전기통신법

-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처럼 엄격한
사전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규제가 원칙이다.

」

(Telecommunications

을 들면서 동 조항이 자신에게 브로드밴드 기반시설의

Sec.706

※ 참고: 미국 통신규제체계 연혁

확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며, 더 나아가 브로드밴드 사업자를

< 1934년 통신법 >

규제할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의 통신 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틀(framework)로서, 방송과 통신에 대해 규정한
최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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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II 공중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 공중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함 (“last mile” 전송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도 포함)

있어 준수해야 할 특정 요건들을 규정,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보장하고 소비

- 이로 인해 케이블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Title II의

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됨

· Sec. 201 - 합리적인 서비스 요청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율의

- 연방대법원은 Brand X 판결8)에서 위와 같은 위원회의 분류가 1996년 전기통신법의

적용 등 규정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모호한 정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위원

· Sec. 202 – 요금, 업무관행, 규제,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특정인 또는 지역

회의 견해를 존중함

등을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차별하지 않을 것 규정

< Brand X 판결 후>

< 1980년 Computer Inquiry II5) >
- 기술의 발전과 함께 통신과 정보처리 또는 컴퓨팅의 구분이 어려워지자 보다 확실한 규

- Brand X 판결 후 위원회는 무선전화기를 위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를 위해 Computer Inquiry II를 마련, “기본(basic)” 서비스와 “고도(enhanced)”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는 DSL과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와 같은 기타 유형의 브로드밴드 사

로 구분:

업자들을 Title II의 공중통신사업자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도록 분류함9)

· 기본 서비스는 단순한 전송만 제공하는 것을 지칭, “공중통신사업자”로서 1934년 통신

- 그러나 그 후 정책성명으로써 “공중 인터넷의 개방성과 상호연결 특성을 유지하고 증

법의 Title II에 규정된 요건의 적용을 받음

진”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면서, “인터넷 접근 또는 IP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런 원칙

· 고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를 넘어 포맷의 변경, 정보처리, 프로토콜 변환 등이 수반되는

을 위반한다는 증거가 보이면 그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함

것을 지칭, Title II의 적용을 받지 않음(ISP는 여기에 해당됨)

- 그런데 케이블 브로드밴드 사업자인 Comcast사가 가입자들의 P2P 사용에 간섭했다는

- 그러나 AT&T와 같이 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 기

주장이 제기되자 FCC는 Comcast에 대한 원칙 준수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Comcast

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부과:

는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FCC에게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네트

· 완전히 독립된 법인을 통해서만 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워크 관리 관행을 규제할 부수적 권한(ancillary jurisdiction)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

· 법인이 소유하는 전송시설을 다른 고도서비스사업자에게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음10)

준수하며 제공해야 함
< Open Internet Order>
< 1996년 전기통신법>

- Comcast 사건 패소 이후 FCC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통신 서비스로 재분

- Computer II의 구분에 따라 두 유형의 사업자를 규정함

류하는 대신 Open Internet Order11)를 규정함

· 기본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 고도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사업자
5)

< Advanced Services

Amendment
7

Order6)>

6)

- FCC는 이 구분에 따라 전화선을 이용하는 DSL 서비스는 순수하게 전송기술만 사용한
다는 이유로 “전기통신 서비스”로 구분하고 Title II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취급
< Cable Broadband Order7)>

F.C.C.

Deployment
(1998)

7)

Appropriate

Line

Comcast
12-1337

11)

In

the

Commission’s

Services

Rules

and

Regulations

(Second

Computer

Inquiry),

7

Offering

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

13

F.C.C.R.

24012

Order”).
Access

to

the

Internet

& Telecommunications Ass’n v.

Over

for

Wireless

Council’s

Corporation
Cir.

Broadband Access

Broadband

v.

April 6,

Order”);

Networks,

Petition

Internet Access

(D.C.

of

High-Speed

Wireline

Internet

Power Line
10)

Wireline

Framework

(“2005

Power

의 서비스로 보는 대신 케이블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단일하고 통합된 정보서비스”를

64.702

(“Computer II”).

Over

Cable

and

Other

Facilities,

17

F.C.C.R.

4798

Broadband Order”).

National Cable

the

(1980)

Concerning

(“Cable

9)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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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8)

(2005)

Section

(“Advanced Services

Inquiry
(2002)

- 케이블회사가 제공하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접근법을
- 위원회는 케이블 브로드밴드 사업자의 전송 및 정보처리 서비스를 상호독립적인 별개

of

2d 384

for

Service

22

Brand X Internet
to

Federal

Internet

Appropriate
F.C.C.R.

Declaratory
as an

the

Regulatory

5901

Ruling

(2007)

Communications

Commission

25 F.C.C.R.

17905(2010)

- 18 -

545

Wireline

U.S.

the

for

(2005).
20

F.C.C.R.

Broadband

Broadband

Classification

F.C.C.R.
and

967

Facilities,

Treatment

(“Wireless

Regarding

Information Service, 21

2010).

represerving the Opne Internet,

Services,

Over

of

14853

Access

Order”);

to

United

Broadband

over

13281 (2006).

United

States

of

America,

No.

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 판결의 주요내용
○ 동 판결은 위와 같은 미국의 특수한 통신규제체계 및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서

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실체 규정상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통신사업자로서 “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공중통신사

연방항소법원은 오픈인터넷규칙 또는 망중립성원칙의 적합성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FCC

업자가 아니므로(47 U.S.C 153(51)) 만약 FCC가 공중통신사

의 오픈인터넷규칙이 위원회에 위임된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

업자에 부과되는 의무를 브로드밴드 사업자에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한다면 이는 실체법인 통신법에 반하는 것임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사건이다.

- 오픈인터넷규정의 각 규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 당사자의 주장

· 차별금지의무: 고정브로드밴드 사업자에 대해 공중에 비차별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브로드
① 「1996년 전기통신법」 section706의 (a)호와 (b)호) 중 그 어

밴드 사업자를 공중통신사업자로 격하시키는 것임

느 것도 연방통신위원회에 규제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원고(Verizon)의 주장

· 차단금지의무: 고정 및 이동브로드밴드 사업자에게 최소 수

② 만약 이 규정을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

보더라도 오픈인터넷규정의 구체적인 규정들은 그 권한의

써 최소 수준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범위 밖이며 브로드밴드 사업자의 규제를 허용할 정도로 광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범위하지 않음

· 공개(투명성)의무: 원고는 투명성의무에 관해서는 공중통신사
업자의무라고 하며 다투지 않았으며, 다만 나머지 두 원칙과

동법 section706은 위원회로 하여금 브로드밴드 사업자에 대한
피고(FCC)의 주장

불가분이므로 그 두 원칙이 무효화될 경우 독자적으로 존립

규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 부여 규정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다

- (b)호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른 두 원칙 없이도 기능할 수 있다고 판시.

가 채택한 오픈인터넷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함

○ 법원의 판단
- Section706에 대한 FCC의 현행 해석이 모호하게 규정된 전
기통신법의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판단된다

□ 시사점 및 평가
○ 동 판결은

FCC

유효 또는 무효 판단과는 무관하다.

면,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존중해야 함
- Section 706(b)가 FCC에게 ‘브로드밴드의 보급이 적시에 합
원고의 주장 ①에 대한
판단

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

-

-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버라이즌의 두 개의 반박 모두

쟁점은 미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인 버라이즌에게

가 규제권한을 행사

FCC

할 수 있느냐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였다.

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임
- 또한 의회가 FCC로 하여금 이 산업을 규제하도록 의도한 것
으로 해석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

규제 관할권 문제에 대한 판결이며 망중립성 원칙 자체의

-

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단지

의 브로드밴드

FCC

사업자에 대한 원칙의 적용은 그 규제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의 주장 ②에 대한
판단

- Section 706이 FCC에게 광대역사업자(Brandband Provider)
를 규제함으로써 브로드밴드의 확산을 촉진할 권한을 부여한
다고 하더라도 FCC는 그 권한을 통신법의 실체 규정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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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판결은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service)'

제공자이므로

정보서비스(Information

‘

가 이들이 마치 공중통신사업자(Common

FCC

- 20 -

인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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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오픈인터넷규칙의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미통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 참고자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 것에 불과하다.
http://www.cadc.uscourts.gov/internet/opinions.nsf/3AF8B4D938CDEEA685257C6000532062/$file

-

법원은

의 망중립성 규제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 브로드밴드 사업자에

FCC

대하여 차별금지 및 차단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을 공중통신사업자로

/11-1355-1474943.pdf
http://www.theverge.com/2014/1/14/5307650/federal-court-strikes-down-net-neutrality-rules
http://bgr.com/2014/01/14/net-neutrality-court-ruling/

취급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http://transition.fcc.gov/Reports/tcom1996.pdf

그러나 투명성의무, 즉 사업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관리 관행, 성능, 계약 조건

http://www.fcc.gov/guides/open-internet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10-201A1_Rcd.pdf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91935

○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
-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미국의 ‘공중통신사업자'와 유사한 ‘기간통
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고 한국의 망중립성 정
책이 규제권한을 문제 삼은 미국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도 마치 망중립성 원칙이 부정되고, 통신사의
트래픽 차별 행위가 정당성을 얻은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미국의 판결이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 오픈인터넷규칙이 무력화됨으로써

,

미국에서 망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업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가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효과도
미국 내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 인터넷업계 전문가는

가 우리처럼

“FCC

법을 새로 할지, 아니면

ISP

를 기간역무화하는 방향으로 입

에 규제권한을 넘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

FTC

에 상고하는 한편 별도의 입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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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망중립성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4년 2월 20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신 망중립성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04131&g_menu=020600&rrf=nv 2014.2.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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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철자가 유사한 도메인은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
2

(2014.1.22)13)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이트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다른 인터넷 사
이트로 우회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동
시에 원고의 상호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 개관
○ 독일 연방대법원은 철자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은 고객을 가로채간다는 점에
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0호 에 따른 부당한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
14)

다고 하였다. 다만 부당한 영업행위의 해당여부는 이용자가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했던 사이트에 있지 않다는 상황을 즉시 알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라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 금지와 이의 삭제를 요청하

“www.wetteronlin.de”

였고 동시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주장하였다.

□ 하급심판결 내용
○ 심법원과 항소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

.

반하는 방해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쾰른 지방법원 판결
8. 2011 - 81 O 42/11,

□ 사실관계
○ 원고는

라는 도메인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기후학,

기상학, 일기예보 등 날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년

월

11

쾰른 고등법원 판결

ö

: LG K ln, Urteil vom 9.

ö

: OLG K ln, Urteil vom 10. 2. 20

12 - 6 U 187/11).

“www.wetteronline.de”

96

즉 항소법원은 경쟁을 위

일 이후 도메인 관할 기관인

25

업의 이익을 방해하는 한편 자신의 이익을 촉진하기에 객관적으로 적합하
19

에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DENIC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이후 주로 자신 서비스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해 왔다.

○ 피고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과 아주 유사한

○ 경쟁자를 방해하는 사례에서 경쟁관계의 여부는 본인의 영업행위가 다른 기
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관계가 성립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수요계층에 있다는 점은 본 사안
에서 중요하지 않은바, 이는 다른 분야에 있는 시장참여자의 침해라 하더라

라는 도메인

“www.wetteronlin.de”

이름의 보유자이다.

도 동일한 분야의 경쟁자의 침해와 같은 정도로 경쟁자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의 이용자들은 철자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 자주 접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사이트에 잘못 접근한 이용자는 이 사이트에서 광
고하고 있는 사설 의료보험 인터넷 사이트로 접근하게 된다. 이용자가 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수에 따라 피고는 보수를 받게 된다.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상호권 침해를 근거로 하고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호에 적합한 식별력
이
.

(Unterscheidungskraft)

필요하지만,
13) BGH
14)

Urteil vom 22.

1.

2014,

I

ZR 164/12

–

wetteronline.de

부정경쟁방지법(UWG) 제4조(부당한 영업행위의 예) 제10호는 ‘경쟁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자는 특별히

다.

이라는 표지에는 그러한 식별력이 존재하지 않는

“wetteronline”

이라는 표지에는 원고의 영업 대상이

“wetteronline”

한 정보와 서비스를

부당하게 행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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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wetter)에 대

“

온라인”(online)에서 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기

“

- 24 -

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
3

“

철자가 유사한 도메인”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객을 가로채간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법방지법 제4조 제10호에 의한 부당한
영업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공개된 인터넷사이
트에서 자신이

“wetteronline.de”

사이트에 접속해 있다는 사실을 즉시 예견

할 수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Faceb ook

친구찾기 및 데이터보호규정은 연

방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

□ 개관
○ 베를린 고등법원은

년

2014

월

1

일

24

(2014.1.24)

Facebook

의 친구찾기(Find

및

그의 이용약관 일부 및 데이터보호지침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친구여부를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부당한 방해를 근거로 하고 있는

“wetteronlin.de”

라는

묻는 것이어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약관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에 위

도메인의 삭제를 요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철

반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 이용과 광고 및

자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그러한 도메

은 저작권, 연방정보호보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인의 단순한 등록만으로는 원고를 부당하게 방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wetteronlin.de”

Friends)

의 데이터보호지침

Facebook

년 3월 6일의 베를린

2012

라는 도메인의 삭제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사실관계

※ 참고 자료
연방대법원 판결문의 언론보도용

○ 독일 연방소비자협회가

:

Facebook

의 친구찾기 기능과 약관규정들이 독일 부

정경쟁방지법(UWG), 민법, 연방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pm&Datu
m=2014&Sort=3&nr=66527&pos=0&anz=10&Blank=1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이에 반하여

Facebook

Facebook

을 상대로

년

2010

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11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관련 규정들을 변

경하여 개선하였으므로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LG

B erlin,

Urteil

von

06.03.2012,

16

O

551 /
10)

○ 페이스북 이용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초대메
일을 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메일의 전송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불법광고메일의 전송(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부정경쟁방지법(UWG) 제7조(부당방해행위)
제1항 :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참여자를 방해하는 영업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히 시장참여자가 이러한 광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광고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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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항상 부당방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3호 : 사전에 수신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고서 자동호출기기,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범위가 명백히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의 목적 전용
사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저작권법 제31조(용익권의 부여) 제5항 : 용익권의 부여시 이용의 종류가 개별, 명시적으

-

친구찾기 초대메일은 아직

Facebook

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와 접촉하는

경우 전송되도록 되어 있다.
-

이 초대메일은

Facebook

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상은, 용익권이 부여되었는지의 여부, 비배타적 혹은 배타

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메일 수

신자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후에 이를 기억하도록 다시
메일을 발송한다.

○

Facebook

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용의 방식이 미치는 범위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기초가 된 계약

은 이러한 초대메일의 전송 책임을 개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

다. 즉 이용자가 자신의 친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와 자신의 친구
들 사이에 일어나는 순전히 사적인 일에 해당한다고

Facebook

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전자우편을 작성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 플랫
폼을 제공하였으므로, 이것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공동행위자에 해당한

적인 용익권이 부여되었는지의 여부, 용익권과 금지권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 및 어떠한
제한에 용익권이 따르는가의 문제에 준용된다.

○ 이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가 개별화되어 있는

‘Facebook

광고에

관한’ 규정은 너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민법 제307조 제1항 제2문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제307조(약관에 대한 내용규제) 제1항 :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
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부당한 불리함은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에 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
다.

다고 판단하였다.

○ 초대메일의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수신자의 데이터의 이
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방정보보호법 제4조 제1항

○ 특정한 이용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

Facebook

‘Facebook

팬이 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변경은

사이트 거버넌스 페이지’에
일에서

3

일 이후에 이용

30

자에게 통지된 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약관 제13조), 이것은 또한 민

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30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4a조 제1항 : 동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한 경우만 효력
이 있다.

○ 법원은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된 페이스북의 약관 규정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 이용자가 이 규정의 내용과 정신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능한 법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Facebook

계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약관

제14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법 제307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효력이 없
으며 , 이러한 특별 해지권은 경고와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써 민법

이용자가

Facebook

에 게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게시하는

IP

콘텐츠를 사

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세계 라이센스
(

이하

IP

라이센스라고 함)를

조 제1항), 이러한

IP

Facebook

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약관 제2

라이센스에는 저작자가 제3자에게 허용하는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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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 민법
제307조 제2항 제1호: 그 조항이 법률상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인 경우에 그 규정의 본질
적인 기본사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한 불리함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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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중대한 사유에 기한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

EU

4

① 계속적 계약관계의 각 당사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기간을 두지 아니하

의회 ‘사법내무위원회’(LIBE), 미국의 감청프로그램 등에 관한 최종

보고서안

:

사생활보호를 위한 유럽의 디지털 인신보호 조치

(2014,1.8)

고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양 당사자의 이
익을 형량하면 해지 당사자에게 약정된 종료시까지 또는 해지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약관
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② 그 중대한 사유가 계약상 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이
도과하거나 계고가 효과가 없었던 때에 비로소 해지를 할 수 있다. 제323조 제2항은 이에

□ 개요
○ 의회의

사법내무위원회’(LIBE)는

EU

년

‘

2014

1

월

일 ‘미국

8

NSA

의 감청프

준용한다.

로그램, 여러 회원국의 감청기관 그리고 이들이

③ 해지권리자는 해지의 사유를 안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만 해지를 할 수 있다.

및 내무에 있어서 대서양 협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최종보고서(안)’ 을 제
15)

④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해지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 베를린 고등법원은

출하였다.

○ 이 안은

☐ 베를린 고등법원의 판결

시민의 기본권과 사법

EU

년

2001

EU

의회에서 보고된 ‘에셀론(ECHELON)프로그램’에 대한 연

구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에셜론프로그램에

16)

년 1월

2014

24

일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따라 전 세계의 정보통신을 감청한다는 사실이

□ 전망
○ 베를린 고등법원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우선 이에 대한 항고를 제기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판결문의 송달 후 한 달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페이스북은

의 자료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

하지만

년

2001

월

일 유럽 의회

7

11

17)

년 유럽의회의 연구결과와

2001

EU

입법자의 권고는 입법으로 수용

되지 않았다.

○ 이에 반하여 이번 보고서안은 외국의 감청프로그램은 규모면으로 크고 지속
적인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U

의회는 장래에 이러한 조치를 정치적 아젠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출처

할 계획이다.

:

베를린 고등법원 판결문의 언론보도용

:

http://www.berlin.de/sen/justiz/gerichte/kg/presse/archiv/20140124.1410.393802.html

관련 기사

: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Freundefinder-Facebook-unterliegt-Verbraucherschuetzer

□ 대규모 감시의 영향
○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위협 및 우려
(The

Impact

of

mass

(

)

surveillance)

EU

와

USA

사이의 유대는 민주주의,

n-in-zweiter-Instanz-2098238.html
15)

DRAFT
States

REPORT

and

and Home
16)

their

on

impact

the
on

US

NSA

EU

citizens"

Affairs(2013/2188(INI),

surveillance

programme,

fundamental

Committee

on

rights

surveillance

and

Civil Liberties,

on

bodies

transatlantic

Justice

and Home

in

Member
in

Justice

Affairs.

에셜론은 미국 등 5개 회원국(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이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하여 정보를 수집하
여 분석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17) http://www.europarl.europa.eu/comparl/tempcom/echelon/pdf/rapport_echelon_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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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정의 및 연대의 정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U

와

USA

의 대

미국은 이런 일에 너무나 자주 침묵을 지키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실행하지

화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이다.
-

2001

년

도 않았다.

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에 임하는 새로운

9

단계에 들어서 있고 대부분의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미국

NSA

전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이 폭로한 문

Snowden)

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사회에서의 법의 지배(The

rule

가 위

of law)

협받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013

EU

법률이 유럽 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년

월 이후 폭로된 미국

6

EU

조

약의 법적 효력이 제3국의 기준이나 행위로 인한 법외적인 효과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정보기관의 감시를 받

-

○

□ 행동강령
○ 보고서안은

(Priority Plan

: A

EU

European

기관들의 의무이다.

Digital

Hab eas

Corpus)

의회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번 회기에서 최우선 과제

EU

로서 ‘사생활보호를 위한 유럽의 인신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7대 조치(action)
의 감청사실들은

NSA

EU

내에서 다음과 같은

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들에 대한 많은 우려를 촉발시켰다.
※ 사생활보호를 위한 유럽의 디지털 인신보호 조치(A European Digital Habeas Corpus for protecting privacy)
※ 미국 NSA 감청에 따른 EU내 관심사

① 2014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채택

- 미국과 EU 회원국 내에서 드러난 감청시스템의 정도

② 법집행(law-enforcement)을 목적으로 EU에서 USA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EU 시민들

- EU의 법적 기준, 기본권, 데이터 보호 기준이 고도로 침해될 위험
- EU와 미국 사이의 신뢰의 정도

을 위한 적절한 보상(redress)조치를 확보하는 EU와 USA의 기본합의 체결
③ 상업적 목적으로 EU로부터 미국으로 개인정보 이전(tranfer)은 EU의 가장 높은 수준을

- 일부 EU회원국이 미국의 감청프로그램에 협력한 정도 및 관련성
- 미국 및 일부 EU 회원국의 정치권이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통제의 정도와 효율적인 감독
- 국가안보나 테러리즘을 이유로 한 감시가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 경제 및 산업 스파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완전한 심사를 수행하고 현재의 문제점들이 보완될 때까
지 Safe Harbour를 유보할 것
④ TFTP(테러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정보의 처리와 이의 미

이 또는 정치적 이유로 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대규모 감시의 가능성

국으로의 전달에 관한 협약)의 유보. 그 시기는 기본협정의 협상이 이행되고, EU의 분석

- 정보기관과 민영 IT 기업 및 통신사업자의 개별적 역할과 관련성 정도.

을 기초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10월 23일의 결의안에서 의회가 제기한 모든 관심

-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구별이 모호해짐에 따라 모든 시민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
하고 있다는 사실.
- 디지털 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위협 등

○ 미국 당국은 물론

무상 비밀(예를 들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보호도 강화하기 위함

EU

관련기관, 회원국의 정보기관 및 의회는 폭로된 대규

모 스파이 활동을 완벽하게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때까지 유보함
⑤ 법의 지배(rule of law)와 EU 시민들의 기본권의 보호, 특히 언론의 자유와 전문가의 업

⑥ 유럽의 IT 독립성 전략의 개발(회원국 및 EU 차원)
⑦ EU가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주체(refernece playe
r)가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

미국 당국은 폭로된 일부의 정보를 부정하였고 이의 방대함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한 공개토론이 미국은 물론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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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계획 안
○ 의회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행동하며 다음의 내용
(

EU

)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
5

IS P

는

‘The

Pirate

에 대한 이용자의

B ay’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2014.1.28)

EU

들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정

추진 계획
LIBE 조사팀에 기반한 모니터링 그룹. 이 그룹은 미디어에서 새롭게 폭

2014년 4월-7월

로되는 감시를 모니터링하고 이 결의안의 이행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책

□ 개관
○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2014년 봄

2014년 가을

2014년-2015년
2014년-2015년

2015년

일 ‘토렌트 파일 공유 플랫폼인

28

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관할 위원회 내에 데이터의 전송과 사법구제를 위한 상설 감독 체계의
구축

○

보호를 수용하도록 유럽 이사회(the European Council)에 공식적으로 요청
유럽 디지털 인신보호와 관련 권고들은 차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
유럽 의회와 미국의 의회 사이에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신뢰/데이터/시

2012

년 법원의 명령으로 인터넷접속제공자가 이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여

네덜란드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여기에 접근할 수 없었다.

EU 기능조약(TFEU) 제68조18)에 의해서 제정될 지침에 유럽 디지털 인신

□ 원심법원의 판결 내용
○ 네덜란드 저작권 관리단체인

은

년 네덜란드의 인터넷 접속 제공

2010

자인

유럽의회의 정보기관 감독 기구와의 컨퍼런스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헤이그 법원에 요청하였다.

EU의 IT 전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IT 보안의 다양한 분야

BREIN

(수학, 암호 작성 및 해독, 프라이버시 촉진 기술 포함)에서 고도의 수준

※ 참고 자료

와

BREIN

19)

민의 권리 그룹’ 구축. 여기에는 브라질을 포함한 제3세계 의회도 포함

을 갖춘 전문가 콘퍼런스 개최

최종결의안

월

1

‘The Pirate Bay’

임을 부담
2014년 7월 이후

년

2014

Ziggo

XS4ALL

The

Bay

에 네덜란드

콘텐츠를 내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 헤이그 법원은

년 1월

일

2011

11

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접속제공자들은

BREIN

주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하였다.

20)

IP

○ 법원은 이 명령의 근거를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

26d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2f%2fEP%2f%2fNONSGML%2bCOMP

Pirate

은 이들 제공자의 가입자들의 상당수가 이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이 사이트의 도메인과

:

가 파일 공유 플랫폼인

다. 이 규정들은

ARL%2bPE-526.085%2b02%2bDOC%2bPDF%2bV0%2f%2fEN

EU

.

조와 제15e조에 두고 있

의 정보사회 저작권지침(2001/29/EC) 제8조 제3항을 국

내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

회원국들은 제삼

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중개인들에 대
하여 권리자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

18)

EU 기능조약 제68조 : 유럽 이사회는 자유, 안정 및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위
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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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는

Pirate Bay

판결번호

:

EU

회원국 중 이탈리아, 덴마크, 영국, 아이랜드 등에서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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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저작권법 관련 규정들은 중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인터넷

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접속제공자가 도메인이나

이 중개자에게 침해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

이트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차단을 통해서 재산권이 보호

한을 부여하고 있다.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은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는데도 이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
다. 즉 이 명령은 구체적인 침해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확
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 평가 및 전망
○ 인터넷접속제공자인

21)

○ 항소법원은 우선 사이트 차단 조치는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고 그 효과도 없

○ 저작권 관리단체인

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The

Pirate

Bay

사이트를 차단

하기 전보다 차단 후에 불법 다운로드의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사
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연합 기본권헌장(Charter
Union)

of fundamental

r

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의 자유와 개인의 재

산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기업의

21)

판결번호

:

은 이 판결은 합법적인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심

보하였다.

○

BREIN

은 다른 인터넷 접속제공자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은 계류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 참고문헌
헤이그 항소법원 판결문

: http://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GHDHA:2

014:88

○ 항소법원은 인터넷접속제공자의 차단의무는 이들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
european

BREIN

전망하고 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또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한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

the

은 인터넷접속제공자는 인터넷을 단속

각하게 해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하였지만, 대법원의 상고 제기는 유

다고 판단하였다.

of

XS4ALL

립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 항소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 항소법원은 인터넷접속제공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

ights

와

Ziggo

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인터넷접속제공자의 중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주소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사

하는 경찰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적극 환영하였다. 이 판결은 정보

하지만 인터넷 접속 제공자들은 법원의 이러한 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였다

IP

관련 기사

:

http://torrentfreak.com/isps-no-longer-have-to-block-the-pirate-bay-dutch-court-rules-140128/
http://www.spiegel.de/netzwelt/web/niederlaendische-provider-muessen-the-pirate-bay-nicht-laeng
er-blockieren-a-946132.html
http://www.gulli.com/news/23201-gerichtsurteil-provider-in-nl-muessen-tbp-nicht-blockieren-2014-0
1-28

ECLI:NL:RBSGR:2012:BV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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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인터넷
(

)

(

75

호)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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