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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02.05)

□ 소관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국내 메이저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

차 범죄의 우려가 커

지고 있음.
-

특히 문자로 전송되는 모바일청첩장, 법원등기확인, 택배추적, 범칙금조회 등
문자 중 링크가 걸려 있는 범죄형 스팸문자인 스미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
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싱 등의 범죄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개인정보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를 악용한 스미싱, 피싱 등의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는데, 스미싱의 수단이 되는 문자제공 당사자인 통신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통신사들
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송신

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을 거부하도록
하여 스팸문자 발송의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

- 1 -

인터넷 법제동향
-

이를 위반할 경우 발신번호를 변작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는
이하의 징역 또는

1

2

년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스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
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4제 및 제71조, 제73조)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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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02.06)

□ 소관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사회적 혼란과 손
실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함.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
해 정도가 지대하며,
-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는

2

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절실함. 아울러 작위로 개
인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에 사전적 예방조치로 별도의 법적 허용 및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용자
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쓰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이에 위반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함.

-

나아가 영업의 양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의 취급이 허
술한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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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한 사실을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7

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

록 함(안 제22조제3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과 관련하여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엄격하게 함 안 제
(

25

조제2항 삭제)

○ 영업의 양도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

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개인정보는 지체 없
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26조).

○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강함 안 제
(

6

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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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4.02.07)

3

□ 소관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스미싱이나 불법스팸 같은 전자
결제사기 등의
-

2

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정부는 국민의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SKT,

KT,

LGU+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등이 사전에 대량으로 발송되지 못하도록 자
체 필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용약관으로만 권고
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

급변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불법스팸 발송 서비스는 진화해 이메일 통

신 부호 등이 복합적으로 응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각각 따로 나누어 적
용하다보니 적용 범위의 혼란, 서비스별 혹은 기기별적용 여부의 혼란 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 망단에서 스미싱이나 불법스팸 문자
를 대량으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등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
과하는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4제4

항 및 제76조제3항제12의3호 신설).

□ 주요내용
○

이 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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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
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
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함
(

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
신자가 사전 동의 및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리
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50조제6항 및 제50조제6항제5호 신설).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
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때
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리도록 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4제4항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
2

의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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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및
제50조의7제2항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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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02.12)

4

□ 소관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
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담
당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빠른 유통이
일반화되고, 수집 집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등 개
인정보의 이용환경이 다변화 급변화되고 있음.

○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가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 오프라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실익이 없음.

□ 주요내용
○ 이에 기존의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 체계를 일원화시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
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 등)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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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02.13)

5

□ 소관상임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억
1

400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만건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임. 급

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해킹의 위험 은 날로 높
아지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안을 위한 일환의 하나로 현행 법률
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은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전사적인 정보보

안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 등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의 지정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안의 안정성과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안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의무화함
(

안 제45조3의제1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의무화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함(안제73조제9호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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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2014.02.14)

6

□ 소관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
를 입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
하고 있음.
-

그런데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업
등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으로써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예탁을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
여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방지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제1항제13호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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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02.28)

7

□ 소관상임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에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청소년 유

해정보, 불법정보 등을 게시 및 유통시킨 경우 이에 관한 규제 및 처벌규정
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있음.
-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빈 공란 또

는 알수 없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일명

“

도

배글”로 인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안의 안정성과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안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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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1

美의회 상·하원 「오픈인터넷보존법」
,

1)

발의(2014.2.3)

□ 개관
○ 연방항소법원은

2014

년

1

월

14

일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에 대

해 브로드밴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오픈인터넷보존법」(Open

Internet

Preservation

법적 논쟁에서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하

FCC)

Act

of

2014)

Communications

은 이와 같은

Commission,

이

가 최종적인 조치를 모두 완료될 때까지 동 규칙의 효력이 회복되

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 법안은 인터넷규칙의

3

원칙

2)

중 차별금지와 비합리적인 차단금지 조항이

결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력화 된 바, 버라이즌과 같은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들의 효력을 되살려
내고 판결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법안이다.

□ 배경 및 경과
○ 미연방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은

2014

Commission,

1)
2)

년

이하

1

월

14

FCC)

일 미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및 S.1981
인터넷규칙 3원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차단금지(no
discrimination)을 말한다.

Internet

Rules)

H.R.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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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가 정보서비스사업자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내린 바
있다

3)

.

<참고> 버라이즌 v. FCC 판결의 주요 내용4)
- 「1996년 전기통신법」 Section. 706에 의해 FCC가 브로드밴드 사업자(verizon社 등)에 대한 규제
가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함
①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대한 FCC의 해석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존중해야 하며, Section 706(b)는 FCC에게 브로드밴드의 보급이 적시에 합리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망중립성
에 대한 규제권한 인정).
② FCC가 브로드밴드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브로드밴드의 확산을 촉진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
더라도 그 권한을 통신법의 실체 규정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③ 현행 규정상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 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통신서
비스”만 제공하는 공중통신사업자(전기통신법 section 153(51))가 아니므로 만약 FCC가 공중사
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브로드밴드 사업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하면 실체법에 위반하
는 것임.
④ FCC의 오픈인터넷규칙은 브로드밴드사업자에게 공중통신사업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차별금
지의무, 차단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투명성 의무 부과는 위법하지 않음).

○ 이 판결 이후
만(Henry

2014

년

Waxman)

2

과

월

26

3

일, 캘리포니아州 민주당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 및 매사추세츠 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에드워드 마키(Edward
은 동 ‘오픈인터넷보존법안(Open
982)'

-

J.

Markey)

Internet

와

6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

Preservation

Act

of

2014,

H.R.

3

을 상하원에서 동시에 공동발의 하였다..

하원의 경우 동 법안은 에너지통상위원회(Committee
merce)

on

Energy

and

에 상정되었고, 상원의 경우 통상· 과학·교통위원회(Committee

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에 상정되었다.

3)

Verizon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o. 11-1355 (D.C. Cir. Jan. 14, 2014).

4)

자세한 판결 경과 및 내용에 대해서는

「월간

인터넷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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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호」 참조.

Com
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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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Section

2:

사건 진행 중 오픈인터넷규칙의 복원(Restoration)

<참고>] 오픈인터넷보존법의 핵심 내용
미국항소법원이 버라이즌 대 FCC 사건(No. 11-1355, 2014년 1월 14일 결정)에
Sec.2(a)
총칙(General)

서 무효로 결정한 규정들, 즉 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인터넷과 브로드밴드산업
관행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와 규칙(FCC 10-201, 2010년 12월 21을
채택)에서 채택한 규정들은 이 법의 제정 시부터 위원회가 최종 조치를 취하는
날까지 효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Sec.2(b)
결정권한
(Adiudication

연방통신위원회는 (a)항에서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a)항
에서 명시한 규칙 위반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판단할 수 있다.

Authority)

☐ 평가

○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

오픈인터넷 논쟁에 대해

가 최종 결정을 내

FCC

릴 때까지는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일부에 특
혜를 주는 행위를 계속해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법안의 공동발의자들은 브로드밴드 규제에 대한

의 불확실한 권한으로

FCC

인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오픈인터넷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더욱 클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FCC

가 연방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권한을 신속히 행사하

여 오픈인터넷규칙을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장려하고 있다.

○ 아직

FCC

가 오픈인터넷규칙에 대한 최종판단을 언제 내릴지에 대해서는 알

려지지 않고 있지만, 연방통신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톰 윌러(Tom

Wheeler)

는 망중립성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동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바, 민주당이 합세하여 동 법안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공화당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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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하나가 되어 오픈인터넷규칙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
임.

○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움직임이

“

Enterprise

Institute)

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인터넷의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정체(stagnation)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혁신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

반

생산적”이라고 비판하였고,
-

이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
게 되는 경우 잠재적인 수입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프
라의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포함하
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FCC

의 규제라는 환경 및 조건 하에서 이루

어진 인터넷에 대한 빠르고 막대한 투자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득
력이 없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 참고문헌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3:H.R.+3982:
http://www.billboard.com/biz/articles/news/5893929/open-internet-preservation-act-reinforces-net-n
eutrality
http://techcrunch.com/2014/02/03/democrats-introduce-open-internet-preservation-act-to-restore-n
et-neutrality/
http://www.nationaljournal.com/technology/long-shot-net-neutrality-bill-introduced-20140203

- 15 -

인터넷 법제동향

미국 하원,

2

□ 개관
○ 미국 테네시
om

Act,

mmittee

「인터넷자유법

(I nternet

(Tennessee)

H.R.
on

4070)’

Energy

Freedom

Act)

」

안

발의(2014.2.3)

5)

주의 공화당 의원 들은 ‘인터넷자유법(Internet
6)

Freed

을 하원에 공동발의하였고, 현재 에너지통상위원회(Co

and

Commerce)

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다.

○ 한 장의 짧은 분량으로 하원에 제안된 동 법안은 미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

가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 서비

스 사업자들의 특정 네트워크 관리 관행 규제를 금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배경 및 경과
○ 미연방항소법원은

2014

년

1

월

14

일 미국의 통신규제기관인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제기한 소송에서
넷규칙(Open

Internet

Rules)

FCC

가 발표한 오픈인터

중 일부가 통신사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준 사건 이 있었다.
7)

-

를 상대로

FCC

8)

이 판결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를 무효로 선언한 것이 아닌, 브로드밴드 사업
자에 대한

의 오픈인터넷규칙의 전면적인 적용을 통한 규제는 의회에서

FCC

제정한 법을 통해 위원회에 위임된 법적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이유
에서 위원회의 규제권한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었다.

○ 이 판결이 내려진 후
5)
6)

FCC

위원장인 톰 윌러(Tom

Wheeler)

는 미연방법원의

H.R.4070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은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노스다코타), 제프 던칸(Jeff Duncan, 사우
스캐롤라이나), 로버트 라타(Robert Latta, 오하이오), 스티브 스캘리즈(Steve Scalise, 루이지애나), 존 심커
스(John Shimkus, 일리노이) 공화당 의원

7)

Verizon v. FCC, No. 11-1355 (D.C. Cir. Jan. 14, 2014).

8)

자세한 판결 경과 및 내용에 대해서는

「월간

인터넷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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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월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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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오히려

FCC

가 보다 확고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규칙

들을 복원(restoration)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하고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
겠다고 밝혔다.
-

또한 그는 브로드밴드의 효율적인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용하여

FCC

FCC

의 권한을 사

의 오픈인터넷규칙의 차단금지 및 차별금지 규정들의 법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확대해석한 일부 의원들은 의회에서 새로운 규
칙을 법으로써 제정하지 않는 이상

는 자신들의 오픈인터넷규칙을 복원

FCC

하는 규칙을 새로 제정할 수 없으며, 기존의 규칙과 유사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하였다.

□ 주요 내용
○
Section

2:

FCC

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다.

<참고> 「인터넷자유법안」의 핵심 내용
(a) 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인터넷과 브로드밴드산업관행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
한 보고서와 규칙(FCC 10-201, 2010년 12월 21을 채택)에서 채택한 규정들
Sec.2(a)

은 효력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총칙(In General)

특별히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서 그 규
정들을 제·개정하거나 그 규정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
해서는 아니 된다.
(b) 이 조항은 연방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Sec.2(b)
예외(Exception)

(1) 미국 국가안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2)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3) 연방 또는 州 법집행 당국 행위를 지원하거나 원활히 하는 경우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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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동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나, 만일

통과할 경우에는 그나마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투명
성원칙마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참고문헌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3:H.R.4070:
http://blackbur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70414
http://www.broadcastingcable.com/news/washington/blackburn-introduces-bill-block-fcc-net-neutral
ity/129331
http://www.techdirt.com/blog/?tag=internet+freedom+act
http://thehill.com/blogs/hillicon-valley/technology/198936-blackburn-drops-anti-net-neutralit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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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3

빅브라더는 감시하지 않는다 법’ 발의(2014.1.15)

H.R.3883 ‘

□ 개관
○ 앨런 그레이슨

(Alan

「빅브라더는
Act,

-

on

2013

년

2014

1

월

15

일

Brother is Not Watching You

이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명칭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년

Intelligence

Security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은

당신을 감시하지 않는다 법」(Big

H.R.3883)

동 법은

Grayson)

12

월

and

Agency,

18

일 대통령 소속 정보통신기술 검토단(Review

Communications

NSA)

Technologies)

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이

46

Group

美국가안보국(National

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대통령 및 모든 행정부처와 독립 기관들이 동 보고
서에서의 제안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을 내용이다

.

□ 배경 및 경과
○ 최근 미국 내에서 에드워드 스노우든

(Edward Snowden)

Intelligence

Agency,

하였다. 이는

NSA

CIA)

직원이

NSA

전 중앙정보국(Central

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실상을 폭로하

등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문제가 제기되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단인 정보통신기술 검토단(Rev
iew

Group

on

성한 바 있다.

9)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을 직접 구

9)

이 검토단은 2013년 8월 12일 전 백악관 대테러 책임자였던 리처드 클라크 (Richard Clarke), 前중앙정보국
(CIA) 부국장 마이클 모렐(Michael Morell), 시카고 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프리 스톤(Geoffrey Stone), 하버
드 대학교 법학과 교수 카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위원이었던 피터 스와이어(Peter Swire)의 다섯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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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리스트 활동을
감지하기 위한 통신데이터 수집활동에 대해 국민과 의회의 비난이 날로 거
세지자 동 검토단의 구성으로써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이런 배경에서

2014

년

12

월

12

일 정보통신기술 검토단은 대통령에 대한 제

안을 담은 보고서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자유와 안보(Liberty
n

-

a

Changing

World)"

and

Security

i

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급변하는 세상(통신 기술의 예상 못한 발전, 국제 무역·
투자 및 정보 흐름의 증가, 미국 국민이 정부가 당연히 막아줄 것으로 기대
하는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에서 자유와 안보를 지키면서 미래를 위한
건전한 기반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보고서 목표로는

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보호,

국가안보 및 외국정책 이익의 증진,
의 자유 및 법치의 보호,
및 개방성의 증진 및

⑥

⑤

③

사생활권의 보호,

④

②

기타

민주주의, 시민

네트워크화 된 세계에서의 번영 그리고 안보

전략적 동맹의 보호, 이상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제안된 보고서의 체계 및 내용
제1장

원칙(Principles)
역사의 가르침 (Lessons of History)
A. 계속되는 도전(The Continuing Challenge)
-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미국 역사에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

제2장

B. 2001년 9월 11일 법적 프레임워크(The Legal Framework as of September 11,
2001)
-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제정과 의의
C. 9.11과 그 여파(September 11 and its Aftermath)
D. 첩보계(The Intelligence Community)

제3장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정보감시 개혁
(Reforming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Directed at United State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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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개(Introduction)
B. 제215조: 배경(Section 215: Background)
C. 제215조와 “보통” 회사 기록(Section 215 and “Ordinary” Business Records)
D. 국가 안보 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s)
E. 제215조와 전화통신 메타데이터의 막대한 수집(Section 215 and the Bulk Collection
of Telephony Meta-data)
F. 비밀과 투명성(Secrecy and Transparency)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정보감시 개혁
(Reforming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Directed at Non-United States Persons)
A. 소개(Introduction)
제4장

B. 외국정보감시법과 제702조(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Section 702)
C. 제702조 하에서 통신을 도청당하는 미국 국민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Protections for United States Persons Whose Communications are Intercepted
Under Section 702)
D. 외국인(미국 외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Protections for Non-United
States Persons)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어야 할지에 대한 판단
(Determining What Intelligence Should Be Collected and How)

제5장

A. 우선 사항과 적절성(Priorities and Appropriateness)
B. 민감한 수집 감시(Monitoring Sensitive Collection)
C. Leadership Intentions
D. 동맹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Our Allies)
통신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구조적 개혁
(Organizational Reform in Light of Changing Communications Technology)

제6장

A. 소개(Introduction)
B. 국가안전보장국(The National Security Agency)
C.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의 보호 기관들의

개혁(Reforming

Organizations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ivil Liberties)
D. 외국인 재판소 개혁(Reforming the FISA Court)
글로벌 통신기술: 네트워크 세계에서의 번영, 안보 및 개방성 증진
제7장

(Global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ng Prosperity, Security, and Openness
in a Networked World)
A. 소개(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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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배경: 무역 인터넷자유, 그리고 다른 목적들(Background: Trade, Internet Freedom,
and Other Goals)
C. 보안과 사용자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 to
Increase Security and User Confidence)
D. 사이버공간을 위한 기관의 조치들(Institutional Measures for Cyberspace)
수집물의 보호(Protecting What We Do Collect)
A. 개인적 베팅10)과 보안 명확성(Personnel Vetting and Security Clearances)

제8장

B.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C. 비용편익 분석과 위험 관리(Cost-Benefit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결론 및 총 일곱 개의 부록

< 참고 > 제1장 원칙

제1원칙

미국정부는 국가안보 및 개인의 사생활의 두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안보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
- 핵심 임무는 위험관리이며, 관련되는 다수의 위험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제2원칙

-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 이외에 (1) 사생활에 대한 위험, (2) 인터넷과 다른 모든 곳
에서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권에 대한 위협, (3)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위험,
그리고 (4) 국제통상을 포함하는 무역과 통상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함.
- “균형(또는 형량, balancing)"의 개념은 중요한 요소이나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제3원칙

있다.
- 그러나 형량이 되지 않는 가치들이 있음을 생각해야 함.

제4원칙

○

1

월

15

정부는 자신의 판단을 (가능한 한) 이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일에 하원에 소개된 동 법안은 같은 날 총 여섯 개의 위원회에 회부

되었는 바,
mittee

10)

on

(1)

정보위원회(Committee

Judiciary),

(3)

on

Intelligence),

(2)

사법위원회(Com

감독 및 정부개혁 위원회(Committee

정보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한 개의 배경을 조사하는 일.
넷IT용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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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5)
on

-

Government

Reform),

외교위원회(Committee
Financial

Services)

(4)

군사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

(5)

on

Armed

Services),

금융위원회(Committee

등이다.

각 위원회는 자신의 관할사항 범위 내에 들어오는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 동 법안은 위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46

개의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조치를 오바마 대통령 및 행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행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 2] 법의 핵심 내용

Sec. 1: 약칭
(SHORT TITLE)

Sec.2: 제안에 필

'빅브라더는 당신을 감시하지 않는다 법‘으로 불릴 수 있다.
(정식 명칭- ‘대통령 소속의 정보통신기술검토단의 제안을 이행할 것을 대통령에
게 요구하기 위한 법’)
(a) 요구되는 행동 : 대통령과 모든 행정부 및 독립기관들은, 필요한 모든 입법

요한 이행사항

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검토단이 2013년 12월 12일 발행한

(REQUIRED IMP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자유와 안보’로 명명된 보고서의 46개의 제안을 이행

LEMENTATION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OF RECOMMEN
DATIONS)

(b) 권한의 부여- 대통령, 행정부, 및 독립기관들은 (a)항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a) 입법- 이 법의 Sec.1에 따른 입법은 이 법의 제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

Sec.3: 기한(DEAD
LINES)

되어야 한다.
(b) 행정명령- 이 법의 Sec.1의 요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명령은
이 법의 제정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 평가

○ 그레이슨 의원은

“

검토단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들은 우리의 사생활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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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

그 제안들이 즉시 이행되는 것을 기대”하기

에 동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

또한 의원은

“

검토단의 제안은 곳곳에 있는 불필요한 정부의 국내감시를 제

거하기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계획”이며

“

단편적으로 이행되어서는 안된

다”고 강조함.

○

NSA

의 감시 활동이 폭로된 이후 미국인들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안전한 삶

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반납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였는
바, 동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시민적 자유와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받음과
동시에 국가안보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
을 것임.

※ 참고문헌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12:h.r.3883:
http://beta.congress.gov/bill/113th-congress/house-bill/3883
http://www.dni.gov/index.php/intelligence-community/review-group
http://www.cfr.org/united-states/presidents-review-group-intelligence-communications-technologies
-liberty-security-changing-world/p32102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2013-12-12_rg_final_report.pdf
http://grayson.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grayson-introduces-big-brother-is-not-watchi
ng-you-act-to-rein-in-nsa

- 24 -

인터넷 법제동향

독일 연방망규제청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투명성 확보
4

를 위한 규칙안 발표(2014.2.25)

□ 개관
○ 독일

연방망규제청(Bundesnetagentur)은

2014

년

2

월

25

일 정보통신망의 소

비자와 최종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
한 규칙안(Verordnungsentwurf)을 발표하였다.

○ 이 규칙안은

2012

년

5

월 개정된 전기통신법 제43a조와 제45n

11)

조에 대한 내

용이다.
-

개정된 전기통신법은 제43a조 내지 제47b조에서 고객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 배경 및 경과
○ 독일 입법자는

2012

년

5

월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시장에서의 투명

성(Transparenz)을 개선하기 위한 규칙을 련하였다.
-

투명성 확보 규정으로는 ‘최종이용자의 계약 내용’(전기통신법 제43a조)에 관
한 규정과

-

‘

일반적인 공개의무 규정’(전기통신법 제45n조)이 있다.

이 규칙의 목적은 경쟁시장에서 최종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올바로 할 수 있
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

(

계약상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의 차이 조사 및 측정) 개정 전기통신법의 시

행된 이래로 연방망규제청은 최종 고객 시장에서 특별히 유선 및 이동광대
역망 접속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 행태를 조사해 왔다.
11)

전기통신법 제45n조는 전기통신 시장에서 투명성, 정보 공개 그리고 비용통제를 위한 서비스 표시를 촉진
하기 위해서 연방경제기술부 장관에게 기본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 권한은 다시 연방망규
제청에게 시행규칙을 제정할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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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사항은 계약상 합의된 데이터 전송률과 실제로 전달되는 데이터전

-

송률의 관계이다.
연방망규제청은 위와 같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제의 전송속도와 판매

-

되고 있는 전송속도와의 차이가 있는지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질의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모든 기술, 제품, 제공자를 넘어서 계약상 합의된 최대전송속도와

-

실제로 전달되는 데이터전송속도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 서비스 제공
에 있어서 투명성은 고객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

전기통신계약 분석) 전기통신계약도 유선 및 이동통신 분야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전송속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분석되었다.

□ 주요 내용
○ 접속 개통 이후 데이터의 전송속도의 점검
-

통신 개통 이후 소비자는 자신의 이동통신이나 유선통신망의 접속 데이터
전송속도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서비스제공자는 또한 장래
에 연방망규제청에 측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의 제시 및 저장
-

서비스제공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상 합의한 광대역망의 속도와 실제 측정된
광대역망의 속도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측정결과는 저장될 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고객센터에 올려두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비용부
담 없이 다양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고, 실제 데이터 전송속도와 계약상
합의한 데이터전송속도 차이가 있는 경우 자신의 서비스제공자와 통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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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정보
-

(Produktinformation)

서비스제공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품정보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
해야 한다. 거기에는 본질적인 계약의 구성부분 (계약기간, 광대역 전송속도,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 기본적인 요건의 제시, 제3자의 라우터의 이용가능성)
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객과의 계약체결 시 본질적인 계약의 구성부분을 강
조되어 설명하여야 한다.

○ 소위
-

‘

라우터강제’의 소비자 측의 해답

최종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라우터를 설치하고 시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접속표지와
필요한 비밀번호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월 요금청구서에 계약기간의 실제 종료일 명시
-

소비자가 그 동안 자신의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칙안은 종료 날짜를 정기적으로 매월 요금청구서에
명시하여 제공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 평가 통신사업자의 반응
○ 연방망규제청이 통신망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
(

)

한 규칙안에 대하여 ‘통신서비스 및 부가가치서비스 제공자 단체’인
(Verband
‘

der

Anbieter

광대역통신망 단체’인

von

Telekommunikations-

BREKO(Bundesverband

und

VATM

Mehrwertdiensten)

Breitbandkommunikation)

과
로

구성된 독일 텔레콤은 이에 대해 즉각 비판하였다.
-

이들은 특히 규제기관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자신들이 제안한 더
높은 투명성을 위한 자체의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

BREKO

는 광대역망의 측정절차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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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라우터와 제공자의 백본의 특정 지점 사이를 측정하는 것이 장래의 요
인을 찾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VATM

은 이동통신망이나 유선

망에서는 측정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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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칙안

제1조 (상품 정보에 관한 설명서)
(1) 공중 전기통신망12)의 접근을 통해서 인터넷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접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그리고 다른 최종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들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에 관
한 정보의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 정보 설명서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a) 계약기간
b) 계약의 연장과 종료에 관한 요건
c) 데이터 전송속도 (최저 및 최고 다운로드 및 업로드율)
d) 가능한 한 패킷의 진행 시간
e) 가능한 한 이동통신망의 접근을 위해서 평균적인 데이터 전송율(다운로드 및 업로드율)
f) 데이터 볼륨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데이터전송율의 제한에 들어서는 한계치
데이터전송율의 제한 이후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전송율
- 계약상 합의한 데이터 뷸룸에서 어떠한 서비스나 응용서비스가 포함되고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g) 매월 지불 요금
h) 상품 제공 날짜
(3) 전기통신서비스가 통합된 통신망 접속기기(특히 멀티기능을 가진 라우터)와 결합하여 판매되는
경우, 상품정보설명서는 추가적으로 또는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통신망접속기기를 시장에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기기와 교환할 가능성의 안내
b) 기기의 기능 및 이것이 전기통신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영향에 대한 설명
c) 이 기기에 대한 제공자의 접근가능성과 고객의 개인정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설명
d) 발생 가능한 기기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
(4) 상품정보설명서는 계약체결 전에 그리고 상품정보설명서에 언급된 조건들의 변경과 관련이 있
는 경우 계약연장 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판매되
지 않는 서비스에 관한 상품정보설명서는 제공자의 인터넷사이트의 문서보관실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연방망규제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품정보설명서의 견본과 이것이 어떻게 소비자 또는 최종이
용자에게 접근되고 있는지의 방법에 관한 증명서를 연방망규제청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6) 더 이상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나 최종이용자가 아직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1조 제2항 c) 내지 e)에 의한 상품정보설명서의 내용은 전자적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연방망규제청에 전달되어야 한다. 장래의 상품을 수입
하는 경우 제1문에 의한 내용의 전달은 연방망규제청에 적시에 실제 판매 전에 행해져야 한다.
연방망규제청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항에 의한 통지의무의 범위와 시간적 경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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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정보설명의 내용은 인터넷비교포털의 운영자
에게도 정기적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제2조 (계약에서 강조되어야 할 정보)
공중 전기통신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공중 접근 전기통신망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와 다른 최종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에서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정보에 관하여 강조하여 제공하여야 한
다.
제3조 (데이터 전송속도의 점검)
(1) 공중 전기통신망의 접근을 통해서 인터넷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 접근 전기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소비자 또는 다른 최종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 인터넷 접속 개통 이후 제
2항에 언급한 제품의 표지의 실제적인 질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와 최
종이용자는 연방망규제청의 기존의 서비스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서비스질의 측정을 위해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제공자는 소비자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자신들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a) 제공자가 실시하고 있는 측정이 실행되고 있는지 또는
b) 소비자 또는 최종이용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측정을 위해서 제공자가 제공하는 것이 있는지.
(2) 데이터전송율의 측정은 소비자 또는 최종이용자의 접근 시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실제의 다운로드 속도
b) 실제의 업로드 속도
c) 패킷의 전송 시간
제4조 (소비자 또는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점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정보)
(1) 공중 전기통신망의 접속을 통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 접근 전기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및 최종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 계약체결 시 제3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점검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2) 접속의 개통 이후 즉시 소비자 또는 최종이용자는 다시 한번 제3조 제1항 제1문의 점검가능성
을 통지받아야 한다. 제1문의 정보는 원격통신을 통해서 특히 전자우편이나 SMS를 통하여 텍
스트형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서비스가 호출될 수 있는 사이트에 직접 링
크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 자신의 기업 인터넷 사이트(고객센터)에 대한 접
근을 위해서 소비자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5조 (제공자 스스로 측정한 결과의 제시와 저장)
(1) 제3조 제1항 제3문에 의해서 제공자 자신이 측정한 경우에는 이 특정과 직접 관련하여 부록 1
에 설명한 형식으로 그 결과가 설명되어야 한다.
(2) 측정 결과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소비자나 최종이용자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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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어야 한다.
제6조 (데이터볼륨이 제한되는 경우 정보제공의무)
(1) 데이터의 볼륨을 제한하여 공중 전기통신망의 접근을 제공하는 공중접근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는 소비자와 다른 최종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적어도 매일 업데이트 되는 지금까지 소비된 데이터의 볼륨의 부분을 합의된 정산기간 내에서
그리고
b) 합의된 정산기간의 종료 후 전체 소비한 데이터의 볼륨과 계약에서 합의한 데이터의 볼륨.
(2) 제1항 a)와 b)에 의한 정보는 고객센터나 제공자 자신의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에 의한 정보는 추가로 계산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이용 중에 계약상 합의한 데이터볼룸이 80%에 달한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최종이용자는 늦어
도 실제의 데이터접속의 종료 후 그리고 전기통신데이터볼륨의 평가(이용) 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에 대해서 안내되어야 한다. 안내는 소비자나 최종이용자를 통하여 취소되거
나 이어서 다시 주문될 수 있다.
제7조 (국내의 이동 데이터요금제의 경우 요금통제)
국내의 데이터요금제와 관련하여 공중 이동통신망의 접근을 제공하는 공중접근전기통신망의 제공
자는 속도에 제한이 있는 무제한 데이터볼륨이나 무제한 속도볼륨을 포함하여, 소비자 그리고 요
청이 있는 경우 최종 이용자에게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또
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소비자의 형태의 경우 무료로 알리는 경고 안내를 포함한다. 이것은 EU
내에서 공중 이동통신망에서의 로밍에 관한 EU 규칙 Nr. 544/2009에서 기인한다. 소비자 또는 최
종이용자에게 처음으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높은 요금이 발생한 경우 정기적인 사업자 자신
의 실무를 근거로 오로지 합리적인 비용이 고려되었다는 사실을 제공자가 연방망규제청에 알린 경
우에는 제1문과 제2문의 의무는 배제된다.
제8조 (계약기간과 제공자의 교체에 관한 정보)
공중 전기통기통신망의 접근을 제공하는 공중 접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그리고 요청
이 있는 경우 다른 최종 이용자에게 추가로 전기통신법 제45k조에 의한 정보를 다음의 정보를 고
려하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a) 계약 시작 일
b) 최저 계약기간의 실제 종료
c) 연방망규제청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자의 교체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정보의 안내.
제1문은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접근 번호에 관한 정보)
공중 전기통신망의 접근을 제공하는 공중 접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와 요청이 있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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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접근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제10조 (공중 전기통신망 제공자의 정보의무)
공중 전기통신망 제공자는 자신의 공중 접근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 규칙에 부과된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연방망규제청에 의한 평가 및 통제가능성)
(1) 공중 접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중전기통신망 운영자는 연방망규제청에 적어도 1년에
두 번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단들의 실제 적용의 경험(Erfahrung)에 관해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소비자 내지 최종이용자가 제공자를 통해서 제공된 데이터전송율의
점검 외에 연방망규제청에 제공되어 있는 점검가능성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그리고 기업 자
신이 점검결과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연방망규제청은 자신
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보고의무의 범위, 그 밖의 내용, 시간적 경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개
별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전기통신부분의 단체를 통하여 입장표명이 가능하다.
(2) 공중 접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연방망규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제공자의 고객센터
에 접근을 위한 견본이용자 프로파일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개별 제공자의 고객센터에
있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정보에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쉬운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3) 공중 접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연방망규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전송율을 파악하
기 위하여 제공자가 소비자와 최종고객(이용자)에게 제공한 측정절차의 정확한 기능을 연방망
규제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과태료 처분)
전기통신법 제149조 제1항 제7d호에 의해서 다음의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자는 질서를
위반하여 행위한 것이다.
1. 제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정보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
하게 제공하거나 적시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계약에서 제1조 제2항에 언급한 정보들에 대해서 강조하여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제3조 제1항 제1문을 위반하여 접속을 개통한 후에 제3조 제2항에 언급한 상품의 표시의 실제
품질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4.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상품의 표지의 점검가능성을 안
내하지 않는 행위
5. 제4조 제2항 제1문을 위반하여 개별 접속의 개통 후 제3조 제2항에 언급한 상품의 표지의 점
검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하지 않거나, 완전히 하지 않거나 또는 적
시에 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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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조 제1항 제3문에 의한 제공자 자신이 측정하는 경우에 그 측정과
관련하여 그 결과의 설명을 부록 1에 설명된 형식으로 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제5조 제2항
에 의해서 마련하지 않는 행위 (중략)
9. 이 규칙들은 유무선(wire and radio)을 통한 주(州)간 통신 및 해외 통신에 대한 우리
의 관할권 내에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투자를 촉진하고 음
성 및 영상 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지시하는 규정들을 포함하는 통신법(Commu
nications Act)과 1996년 전기통신법의 구체적인 법적 위임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규칙안

:

http://www.bundesnetzagentur.de/cln_1932/DE/Sachgebiete/Telekommunikation/Unternehmen_In
stitutionen/Anbieterpflichten/Kundenschutz/TransparenzPflichten/TransparenzPflichten-node.html

통신업계의 반응

: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reitband-Speedtest-Telekom-Konkurrenten-kritisieren-Tr
ansparenz-Vorschlaege-der-Bundesnetzagentur-2123612.html

12)

Anbieter

öffentlichen

eines

öffentlich

zugänglichen

Telekommunikationsdienstes,

Telekommunikationsnetz anbi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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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이슈

2.

EU

1

집행위원회, 장래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협상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2014.2.12)

□ 개관
○ 집행위원회는
EU

년 2월

2014

일 인터넷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12

지 그 기술과 방법이 기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이 제안은 모든 참여자들이 관여하는 투명하고 책임이 있는 규제와 관리를 목적
으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인터넷이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책임을 지도

록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제안 배경 및 목적
○ 미국의 선도 기능의 전향
-

최근 대규모 감시의 폭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하여 미국의 관리에 문제
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현재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모델이 주였지
만, 이제는 더 많은 글로벌 모델로 부드럽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
에 공개로 다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환이 필요하다.

○ 인터넷
-

EU

는

거버넌스에 관한

2002-2005

EU

의 역할 강화

년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유럽의 주도권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다자가 참여
하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포괄적 접근방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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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U

집행위원회 부회장인

Neelie

Kroes

는 다가오는

2

년은 전 세계 인

터넷 거버넌스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중요하고 이에 따라 유럽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하
며, 장래의 인터넷이 어떠한 상태로 될 지를 결정하는 데에 유럽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

(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자원과 기능을 조직화

하는 세계적 합의(arrangement)와 규정으로 이해되고,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능한다.
-

예를 들어 어떤 웹사이트가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고, 기술적 시스템
이 장소와 상관없이 함께 작동하거나 웹주소가 전 세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분산 네트워크(distributed
로 발전되어 왔고, 집중화된 관리기구(centralised
영된다. 이것은 다자간 협의(multi-stakedholder)

network of networks)

governing

body)

arrangement)

없이 운

에 통해 다양

한 구성원과 기구에 의해 규제 및 관리된다.

□ 제안 내용
○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EU

ICANN,

-

글로벌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의 강화

-

인터넷 정책 투명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출범

-

○

functions’

의 글로벌화를 위한 명확한 일정 확정

-

기구(the

‘IANA

Global Internet

.

Policy

Observatory,

-

글로벌 인터넷 정책 감시

GIPO)

이의제기 방법의 국내법과 관할(jurisdictions) 상충 검토

또한 집행위원회는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다자간 협
의 과정의 포괄성과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상시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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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인터넷의 성격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가버넌스 기본
원칙을 정하기 위해 노력.

○ 인터넷의 안정성

,

보안성,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 과정(예

를 들어 도메인 네임과

주소의 조정)을 글로벌화하는 데 노력.

IP

○ 주요 인터넷 기능을 통제할 것을 국제 통신 단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

서 아래로 하는 접근방식은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EU

위에

는 혁신을 위한 신속

한 엔진으로서의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자가 참여하는 모델을 강화해
야 한다.

오늘날의 통신은 글로벌 협상에서 유럽인들의 공동의 접근방식을 위한 기초에
해당한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이러한 접근법을 앞으로도 함께 개발할 것
이다.

※ 참고 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142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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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뉴스 기사의 링크는 허용된다고 판결(2014.2.13)
2
EuG H Urteil

vom 13. 01. 2014, C-466/
12

□ 개관
○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EU

년 2월

2014

13

일 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신문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 제공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자신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하였다.

○

이 판결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지침
2001/29/EC’13)

(

이하

‘EU

저작권지침’이라 함) 제3조 제1항

14)

저작물의

공중전달의 개념 해석과 관련하여 스웨덴 국내법원에서 문제된 것으로
스웨덴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판단(preliminary

ruling)

을 요청한

것이다.

<참조조문>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회원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공중 전달(communication to public)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
에게 부여한다.

☐ 사실경과

○

배경) 원고는 스웨덴 신문사인

(

의 기자들로서 신문과 인터넷

Göteborgs-Posten

신문 사이트에서 뉴스기사를 작성해왔다.
-

피고(Retriever

는 원고 신문사의 기사를 포함하여 다른 인터넷 사이트

Sverige)

에서 제공하는 신문기사들을 링크하여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용
13)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14) EU

aspects

of

copyright and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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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의 기사들을 링크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

(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링크되어 있는 기사를 클릭

하는 경우 피고가 다른 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
하게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이용자들이 이 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으로써 자신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기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소송 경과)

(

1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

하였는데, 항소법원은 이 절차를 중단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선결판단을 요청하였다.
<참고> 주요 쟁점 사항
①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특정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가 여부
-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웹 사이트에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물의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하는가?
② 링크로 연결되는 저작물이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접근제한 방법에 의해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가?
③ ①의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여 그 저작물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사례와 이용자들의 링크 클릭이 그 저작물이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
에서 나타난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구별되어야 하는가?
④ 회원국은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공중 전달에
포섭하여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 유럽사법재판소는 주요쟁점 사항

①,②,③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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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public)

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쟁점①에 대한 판단)
공중전달의 개념은 저작물의 ‘전달행위 ’와 ‘공중 ’ 전달이라는 두 개의 다른

-

구성요건표지를 가지고 있다.
-

(

전달행위의 구성요건 ) 전달행위의 구성요건은

해설서

4

번과

9

EU

저작권지침 입법이유

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자의 보호수준을 높게

보장하기 위해서 넓게 이해되고 있다.
특히 ‘전달 행위 ’는 저작물이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충족

·

된다. 즉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상관없이, 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 경우에는 충족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보호저작물에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은 ‘접근

·

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전달 행위’에

포섭된다.
-

(

공중의 구성요건) 보호 저작물이 실제로 ‘공중 ’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의

구성요건표지는 제3조 제1항에서 도출된다.
·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중’이란 특정되지 않은 잠재적 다수를 포함할 뿐 만
아니라, 특정되더라도 상당한 다수도 의미한다.

·

클릭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전달행위는
그가 운영하는 전체 잠재적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링크로 연결되는 저작물이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와 접근제한
방법에 의해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판단 (쟁점
②에

-

대한 판단)

굳어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맨 처음 공중 전달을
허락했을 때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의 개념에 해당된다.

- 39 -

인터넷 법제동향

·

(

새로운 공중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

새로운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본 사안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에 아무런 제한조치가

-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전체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었다.
·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하여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한 것은
저작물을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본 사안에서 해당 사이트의 저작물은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사이트

-

운영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도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도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잠재적 전달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 저작권자가 원래 전달을 허락했을 때
포함시키려고 했던 공중의 일부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EU

저작권지침에 따른 ‘새로운 공중’이 없기

때문에 공중전달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 어느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한 경우

,

그 저작물이 동일 사이트에서 나타난다는

것과 링크를 클릭한 동일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구별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쟁점③에 대한 판단)
-

소송기록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인터넷 이용자에게 이 저작물이
다른 사이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이트에서 전달되는 인상을
준다는 점은 소송기록에서 명백하게 강조되지 않았다.

-

하지만 ‘새로운 공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중전달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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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①,②,③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하여 어떤 인터넷

-

사이트에서 클릭으로 접근이 가능한 링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참고>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공중전달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
- 보호저작물이 있는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이용자에게만 공중접근을 하게하고, 링크된
사이트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접근제한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해당 이용자가 유포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
· 저작권자가 원래 전달을 허용했을 때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모든 이용자를 새로운

공중으로 간주해야 함

○

공중전달을 넓게 해석하여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쟁점

-

④에

대한 판단)

공중전달에 포섭되는 행위를 넓게 해석하여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왜냐하면

-

EU

저작권지침 제 3조 제 1항은 회원국이 이 규정을 넘어서는

공중전달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EU

저작권지침 입법이유 해설서

차이점(the

legislative

7

differences)

번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과 법적 불안정성(legal

uncertainty)

이

제거되어야 한다.
·

이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에게 제3조 제1항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포섭하도록
권한을 허용하게 되면, 당연히 역내시장이 침해될 수 있다.

-

따라서 회원국들이

EU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포섭하는 것으로 공중전달을 이해하게 되면 이 지침이 추구하는 목적이 침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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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판결문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47847&pageIndex=0&

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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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디오 비디오 미디어서비스를 위한 유럽의 규제기관 그룹 출범

3
(2014,2.3)

□ 개요
○ 집행위원회는
EU

2014

년

2

월

3

일

EU

내에 오디오 비디오 미디어서비스를

관할하는 규제기관들의 모임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그룹은 오디오 비
디오 영역에서 독립된 회원국의 대표자들과 관계를 맺고
게 미디어 통합시대에 있어서
침

(AVMD

집행위원회에

의 오디오 비디오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지

지침)의 전환과 적용에 자문을 할 것이다.

※
※ 오디오 비디오 미디어 서비스
AVMD

EU

EU

(Audiovisual Media

Services
:

TV

Directive

2010/13/EU).15)

방송 프로그램과

On-demand

오디오 비

디오 미디어 서비스를 말함. 후자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선별하여 제공
한 목록에 기초하여 이용자가 선택하여 요청한 순간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함.

□ 배경
○ 방송과 오디오 비디오 미디어는 유럽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

내용이 점

차 한계를 넘어서 유포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 경우 창작, 배포, 이용은 온
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규제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EU

집행

위원회와 회원국의 독립된 규제기관의 긴밀하고 정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중
요하다.

□ 기능과 과제
15) http://www.kjm-online.de/fileadmin/Download_KJM/Recht/AVMD-RL_2010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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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룹은 유럽의 오디오비디오 미디어서비스의 그룹은 오디오비디오 미디
어지침의 통일적인 전환과 적용에 있어서 그리고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

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동으로 자문을 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
그룹은

EU

내의 규제기관들 사이에 협력을 원활히 하고 경험들을 교환하고

입증된 절차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

□ 기원
○ 독립된 미디어의 자유와 다양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은

2013

년 자신의 보고

서에서 공동의 좋은 실무가 발전되고 질적인 규범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디오비디오 미디어서비스의 영역에서 규제기관들 사이에 협력에
형식적인 체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중의 오디오비디오 영역에
서 규제기관들의 독립성에 대한 공중의 협의에 참여한 다수는 미디어융합의
관점에서 규제기관들 사이에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졌다. 또
한 이 기관들의 회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유럽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게다
가

2013

년

11

월

EU

이사회는 오디오비디오 영역에서 이들 규제기관들의 독

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오디오비

디오 미디어영역에서 규제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

□ 활동 시작
-

오디오 비디오 미디어서비스 유럽 규제기관의 이 그룹은

2014

터 첫 모임을 가진다. 그 회동에서 우선 구성원 중에서 첫
맡을 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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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

3

월

4

일부

개월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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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101_d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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