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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7)

1

□ 소관 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설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의 이용가능성, 건전한 스포츠 발전의 저해, 범죄수익 확보수단
으로의 이용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장이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를 광고하는 정보 등 불법성 정보에 대해서 삭제 또는 검색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이에
따른 삭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2항
및 제3항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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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8)

2

□ 소관 상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상 누구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부개정안

:

영리를 목적

으로 제공하면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연령 확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가 실제 청소년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
하는 자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으나,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제공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규정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기준, 기간,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에 있어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한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1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1조제2항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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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4. 4. 10)

3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보소외계층은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발달되는 정보통신 환경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차별없는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차별없는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정보소외계층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소외계층별로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정보차별금지기준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조사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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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10)

4

□ 소관 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상ㆍ일시ㆍ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이상의 통보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함

○ 실제로 학생의 현재위치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의 경우 매시간
조회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아 학생에게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자는
불필요한 통보에 따른 각종 비용이 증가함. 또한 산업현장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즉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고, 나아가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의 신규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위치정보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반면

,

해외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사업자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을 받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치기반

ICT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방법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

□ 주요내용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미리 개인
3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정보의 제공내용을 주기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4 -

인터넷 법제동향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등을 파기하는 때
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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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4. 4. 10)

□ 소관 상임위원회
□ 제안이유
○ 긴급구조기관

: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구조대상자가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측위기능(GPS) 및 무선랜측위
기능(Wi-Fi) 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오차범위가 크게 되어,
넓은 수색반경을 검색하는 등 구조 활동이 지연되고 있음.
-

이에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측위
기능(GPS) 및 무선랜측위기능(Wi-Fi) 등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하여 구조활동의 효율을 도모하는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등)

□ 주요내용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개인위치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신설)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요청자, 요청일시,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함(안 제29조제10항)

○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시
구조대상자의 위성항법측위기능 및 무선랜측위기능 등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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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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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하에서

2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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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4. 15)

6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이용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환, 반품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흡
하며, 위법사실에 대한 통보체계 역시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조정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의 수단으로서 원상회복

,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5항 및 제33조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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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4. 4. 17)

7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가

빠져있는 등 허술한 가입 절차로 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여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위와 같은 명의도용 피해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따라 실제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도용 피해를 이용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주요내용
○ 실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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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4. 18)

8

□ 소관 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나,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운영자들이 개폐가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에게
·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를 광고하는 정보 등 불법성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이 불법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는 임의로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의 활성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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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4. 4.

9

□ 소관 상임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2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으나,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이나 요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주파수의 공동사용은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주파수 공동사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수적임

□ 주요내용
○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동사용의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는

한편 , 공동사용의 조건과 주파수 대역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향상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4, 제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조제3항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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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30)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하도급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
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및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전부 하도급 폐지,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안

제20조의3제1항)
-

현행은 하도급 거래에서 통행료만 받고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함

○ 하도급 사업의 재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안 제
(

-

20

조의3제2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하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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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사전 승인 안 제
(

-

20

조의3제3항)

현행처럼 도급받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공동수급 활성화제도 도입 안 제
(

-

20

조의3제4항)

전체 과업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과업을 하도급받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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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1

브라질 정부,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 발표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2014

년

4

월

23

일 인터넷 사용자 및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Internet
-

동법은 망중립성(Net

Constitution)’

을 제정했다.

과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내용을

Neutrality)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관련 각종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기초 법안
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 주요 내용

○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은

2009

년 초안이 작성된 이후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공급업체, 연방 경찰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작년에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지우마 대통령까지 정보 수집을
위해 감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으로 부상했다.
-

지난

월

4

일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회의에서 ‘인터넷

23

이용자 보호법(Marco
-

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Civil da Internet)’

동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인터넷 소비자의 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는 포괄적
으로 보호하는 반면, 공급자의 권한은 대폭 제한하여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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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의 핵심내용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들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중립성을 지켜야 함. 특히, 비디오,

중립성

이미지, 텍스트 등과 같은 콘텐츠의 종류나 출처(뉴스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에 대해 특정 콘텐츠를 선호한다든가
하는 등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사이트는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자

사생활 보호

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이는 기밀로 보관하되 법원의 요청에만
공개될 수 있음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이나 비난의
경우의 대응 조치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의 경우
대응 조치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가 게시하는 내용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음. 다만, 콘텐츠를 삭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삼자의 성행위 이미지나 비디오를 올리는
페이지는 위법으로 법적 책임이 있음

○ 공급업체의 의무
인터넷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안전한 조건 하에

-

1

년 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접속 정보는 법원 요청에 의해서만 공개 가능
인터넷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접속 기록 보관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

인터넷 주소(IP)를 보관해야 함

○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
인터넷 게재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

제3자에게 인터넷 접속 기록 제공 금지. 단, 법원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 필요

-

인터넷 접속 보장

-

인터넷 연결 속도 등 계약 조건에 명시된 품질 보장

:

공급업체는 사용료 미납 시에만 접속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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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세 설명 등 인터넷 공급자와 사용자 간 계약 체결 시
명확한 계약 조건을 이해할 권리

○ 인터넷에 게재한 콘텐츠의 책임
-

인터넷에 게재한 콘텐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게시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편, 인터넷 공급업체는 사용자가 게재한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는데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져야 함

☐ 향후 전망

○

‘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

은 인터넷 이용자, 정부,

이동통신사 그리고 인터넷 페이지의 권한과 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주로
인터넷 이용자, 통신사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동 법안에 따라 국내는 물론 외국계 인터넷 업체들도 인터넷
사용자 정보 저장 의무 및 공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임

○ 동법은 향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및 마찰 시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법안(Umbrella
-

이 될 것으로 전망됨.

Law)

향후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과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현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는 국내 업체들 역시 이 법안 및 후속 법안에 주목해야 할 것

※ 참고문헌
http://www.theverge.com/2014/4/24/5646500/brazil-looks-to-protect-privacy-and-net-neutrality
-with-internet-bill
http://motherboard.vice.com/read/brazil-is-making-a-serious-play-to-decentralize-control-of-th
e-internet
http://www.techweekeurope.co.uk/news/brazil-internet-constiution-edward-snowden-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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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이슈

2.

유럽사법재판소,

통신정보보관지침 무효 판결

EU

1
(ECJ ,

8.4.2014,

C-293/
12,

□ 개관
○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는 아일랜드 최고법원과

Justice the European Union)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Directive,

2006/24/EC

C-594/
12)

;

「 EU

통신정보보관지침 (EU

이하 ‘보관지침 ’)」 이
1)

하는지에 관한 선결판단(Preliminary

Ruling)

EU

D ata

Retention

기본권헌장 에 합치
2)

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헌장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

소추하기 위하여 통신내용을 제외한 통신접속정보 등을 통신사업자 및
공중 전자적 통신서비스 제공자(Internet
에서 최대
2006

년

5

월

2

Service Provider, ISP)

가 최소

6

개월

년간 저장 ·보관하도록 하고 ,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

일 발효되었다.

※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단, 독일의 경우 전환 법률의 위헌판결로 인해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음)

□ 배경 및 사실관계
○ 아일랜드 디지털 권리
‘

-

‘

’

사건(사건번호

아일랜드 디지털 권리 회사(Digital

C-293/12)

Rights

Ireland

Ltd)’3)

는

2006

년 8월

11

일

전자적 통신과정의 데이터를 저장·보관하기 위한 국내의 입법조치 및 행정
조치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관한 형사사법

4)

1)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와 테러범죄에

제7장의 무효를 국내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정보보관지침의 전문 번역은 박희영, 유럽 공동체의 통신데이터의 보관에 관한 지침, 인터넷법률통권
제43호(2008.7), 144-161 참조.

2)

Charter

3)

아일랜드의 통신기술 분야에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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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일랜드는

년 전기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2011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는데, 아일랜드 최고법원은

통신정보보관지침」을

「EU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의

효력을 심사하지 않고서는 국내 법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본안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지침이

EU

기본권 헌장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이다.

○ 오스트리아 자이틀링어
-

(Seitlinger)

사건(사건번호

C-594/12)

오스트리아 캐르트너(Kärntner) 주(州)정부, 자이틀링어(Seitlinger)와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인은

11,128

년 4월 1일 발효된

2012

「전기

통신법」 제102조의a의 무효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

청구인들은 동법 제102조의a가 시민들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였다.

-

동법 제102조의a는 국가기관이 시민들의 데이터를 수사하여 그 내용을 인지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인지하게 하고, 적어도

6

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

들이 타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EU

통신정보보관지침」가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

한지 여부와 해당 기본권의 침해가 비례적인지 여부,

EU

기본권헌장의 내용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판단을 제청하였다.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1.

○

선결판단의 대상
아일랜드 최고법원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판단
요청한 사항은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이

EU

기본권 헌장 제7조, 제8조,

제11조에 합치하는가이다.

4)

이 법률은 법률에 규정된 기간 동안 전기통신의 영역에서 통신정보(traffic

와 위치정보를 범죄를 예방

data)

하고, 인지하고, 수사하고, 소추할 목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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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문 : EU 기본권 헌장
내용

조문

제7조(사생활 및 가족 누구나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족 생활, 가정,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
생활의 존중)

를 가진다.

제①항 : 모든 자는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권을 가진다.

제②항 : 개인정보는 오로지 정해진 목적을 위해 신의성실에
의해서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 또는 그 밖에 법률에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정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자는 자기에 관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들 데이터에 대한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③항 : 이 규정의 준수여부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감독된다.

제①항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제11조(표현 및 정보의 자유)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
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②항 :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

「EU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의 유효성과 관련한

EU

기본권 헌장 관련성 판단

통신정보보관지침」 제3조는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공중 전자적 통신서비스 제공자(ISP) 또는 공중 통신망 제공자가
동 지침 제5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관·저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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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 지침 제 2조제 1항은 공중정보통신망이나 공중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나 참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개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유포가 가능하다.

-

이러한 의무는

EU

기본권 헌장 제7조에 규정된 사생활 뿐 아니라 통신

보호의 관점, 헌장 제8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 헌장 제11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된다.

○

(EU

헌장 제7조 관련) 국가기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의

보관·저장은 직접적으로 사생활 영역과 관련이 되어

EU

기본권 헌장 제7조

에서 보장된 권리와 관련 있다.
-

사생활 권리의 침해 여부는 해당 정보가 민감한 성격인지 또는 해당자가 그
제한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 지침 제3조,
제6조에 의한 데이터의 저장·보관 의무는 그 자체가

EU

기본권 헌장 제7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을 제한한다.
-

또한 관할 국가 기관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이 기본권의 추가적인
제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 대한 국가기관의 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동 지침 제4조와 제8조는

EU

기본권 헌장 제7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한다.

○

(EU

헌장 제8조 관련) 동 지침은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국가 기관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
므로 전자적 통신과정에서 개인관련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한한다.
-

이 지침은 통신내용 및 통신정보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사용료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의 전달을 위해서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익명으로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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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헌장 제11조 관련) 동 지침은 통신내용의 보관·저장이나 전자적 통신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저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데이터의 보관·
저장이 통신수단의 이용으로 통신 가입자나 등록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EU

기본권 헌장 제11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행사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EU

○

(

통신정보보관지침」유효성 판단

입법 목적의 정당성) 보관지침의 실질적 목적은 회원국이 규정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 소추 목적으로 데이터의 이용을 확보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하는 것이므로 정당함

○

수단 및 방법의 적절성) 보관지침에 의해 보관·저장되는 데이터가 형사 소추를

(

관할하는 국내 기관에 중대한 범죄를 규명하거나 형사법상 수사 목적 달성
위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

필요최소한의 원칙) 보관지침은 입법목적과 수단의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범위의 불명확 등

EU

기본권헌장의 기본권을 광범위

하고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음

○

EU

입법자는

「 EU

통신정보보관지침」제정 시에

EU

기본권헌장 제 7조

제8조, 제52조 제1항의 관점에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

따라서

「EU

통신정보보관지침」와

EU

기본권헌장 제11조의 일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U

기본권헌장 제7조와 제8조에 보장된 기본권 제한의

범위에 관한 명확하고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제한 없이
법질서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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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전자적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중 통신망 제공자에 의해서 보관용
으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이 확정
되어야 한다.
-

우선

「EU

통신정보보관지침」제7조는

저장될 데이터의 양,

(ⅱ )

(ⅰ )

이 지침에 의해서 보관용으로

데이터의 민감한 성격,

(ⅲ)

데이터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의 위험성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러한 규정들은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도록 회원국
에게 아무런 명확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4.

판결주문

○ 유럽사법재판소 대재판부는

「EU

통신정보보관지침」는 무효라고 판결한다.

☐ 평가 및 전망

○ 유법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 수 많은 통신정보보관지침의 지지자
들은 이 지침은 완전한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는 정당
하다는 판결을 예상하였다.
-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을

되어 무효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EU

EU

기본권헌장에 위배

회원국은 동 지침의 전환 법률을 적용

할 수 없게 되었다.
-

「EU

데이터보호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독일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국내의 전환 법률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부합하게 개정
하여야 한다.

○

EU

집행위원회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적합하게 지침을 다시 제정할 계획

이다. 그 대안으로서 데이터보존명령(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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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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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침의 전환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아 아직 지침을 전환하지 않은
독일은

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미이행에 대해 벌금을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되었다. 하지만

EU

2014.

5.

7.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서 철회

집행위원회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http://www.bailii.org/ew/cases/EWCA/Civ/2014/281.html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4/march/information-held-in-electronic-databases-not-p
roperty-which-can-be-possessed-rules-uk-court
http://www.hendersonchambers.co.uk/wp-content/uploads/2014/03/Possessory-Lien-does-not-a
pply-to-Database-PSQO-NTD-March-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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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항공예약 중개 포털 사이트의 “스크린 스크래핑”
(S creen S craping)은 특정한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판결

2

BGH Urteil vom 30. April 2014 - I ZR 224/
12 - Flugvermittlung im Internet

□ 개관
○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4

년

4

월

30

일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보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하는 소위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

이 특정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Gesetz

Scraping)’

상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von 1909; UWG)

-

기업이 자사 인터넷서비스가 검색서비스에 이용될 수 없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스크린 스크래핑 ’을 이용하여 이를 무력화
시키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경쟁자 방해 목적행위에 해당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 인터넷 스크린에 보여지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서,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이라고도 한다.

□ 사실관계
○ 원고는 라이언에어

(Ryanair)

저가 항공사로서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에서만

항공기 예약을 운영하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항공기 예약 뿐 아니라
호텔 예약이나 렌트카 예약과 같이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항공기 예약을 하는 경우, 예약 체크란에 체크를
함으로써 예약자는 원고의 일반 약관을 동의하게 되는데,

-

원고는 해당 약관에서 자사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
에서 볼 수 있도록 발췌하도록 하는 등 스크린 스크래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

Beins

Travel

Group

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항공사의 항공기를 온라인

으로 예약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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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s)

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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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포털사이트에서 고객이 항공기 노선과 일자를 선택하면 정확한 비행
날짜와 항공료 등의 데이터가 나타나며, 이에 대해 고객이 구체적인 문의를
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피고의 포털사이트로 불러올 수 있다.

-

피고는 고객들로부터 이러한 중개행위에 대해 항공료와 함께 계산된 수수료를
징수한다.

○ 원고는 피고가 중개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고의 예약시스템을
남용하고, 운영시스템에 부당하게 끼어드는 것으로 주장 하면서 피고가 항공
예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 심 및 원심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1

5)

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고등법원

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항공 예약의 중개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하였다.
-

고등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0호에 의하여 피고의 중개행위가

경쟁자 방해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한 불법관여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금지청구권(부작위청구권)을 받아들인 것이다.
※ 참고 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예)
1.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2. 거래상의 미숙함을 악용한 경우
3. 선전에서 사실의 은폐
4. 가격할인이나 경품 등의 제공시 불충분한 정보의 제시
5. 현상이나 당첨을 통한 판촉 활동시 참가정보의 불충분한 제공
6. 현상이나 추첨과 상품 및 용역의 구입을 결합한 경우
7. 경쟁자의 비방
8. 경쟁자의 영업에 해가 되는 사실의 전파
9. 출처지 오인 야기행위
10. 경쟁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11. 시장에서의 행동규범에 대한 위반
5)

LG

6)

OLG

Hamburg -

Urteil vom 26. Februar

Hamburg -

2010

–

Urteil vom 24. Oktober 2012

310

-

O 31/09.

5 U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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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판결
○ 피고의 상고로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중개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0호(경쟁자
방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가 경쟁을 방해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 부정경쟁금지법

제4조의 특정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은 자사 인터넷 서비스가 통상적인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될 수
없도록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통하여 금지하여야 하며, 둘째, 그 부정경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

본 사안에서 경쟁자, 소비자 그리고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고려
하면, 문제가 된 피고의 항공 예약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시장에 적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취한 행위는 항공기 예약을 인터넷 사이트의 일반약관 체크란에
체크표시하여 약관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업 (업무)요건과
이용요건에 종속되도록 한 것일 뿐,

-

통상적인 검색서비스를 통해 자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스크린 스크래핑)를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반약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의 방법으로 항공기 예약의
중개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을 피고가 무시하였다는 상황만으로는 원고의
경쟁을 위반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이에 연방대법원은 고등법원은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서비스 보호 기본
원칙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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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동향

※ 참고자료
o 연방대법원 판결문 언론보도용 (전문은 아직 미공개)
: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
n&Datum=Aktuell&nr=67581&linked=pm

o 1심 법원 판결문
: http://dejure.org/dienste/internet2?fiavet.it/download_file.php?fname=lettera_ryanair_26_apri
le_2010-_allegato_1_-_cheapticket_-_hamburg_26.02.2010.pdf
o 항소심 법원 판결문
: http://www.omsels.info/wp-content/uploads/OLG-Hamburg-Urteil-vom-24.-Oktober-2012-5U-38-10.pdf

- 27 -

인터넷 법제동향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인터넷 접근권 보장하는 결의안 채택

3
(2014. 4. 9)

□ 개관
○ 유럽평의회

(The

Council

of

Europe)

의회는

년

2014

월

일

4

9

개 회원국에게

47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다른
인권보다 더 필수적인 권리일 수 있다고 표명하며,
-

법률과 실무에서 개인의 인터넷 접근권(The

Right

보장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Basic

To

Internet

standards

of

Access)

을

service)

을

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

또한 인터넷 서비스의 암호화와 데이터 보호에 적합한 기술을 기본으로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인터넷상의 기본권과 인터넷 접속권을 도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7)

.

□ 결의 내용
○ 유럽평의회 의회는 인터넷의 공공 서비스로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회원국 각료 위원회의 권고 와
8)

elecommunications
Derective

of

the

Union)

및

European

UN

의

IT U (The

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The

EU

Union,

Directive

국제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International

International

Universal

T

Service

에 의해서 규정된

2002/22/EC)
universal

service

를

obligation)

적시하면서 유럽 지역을 넘어서는 인터넷에 관한 보편적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7)

이 결의안은 두 사람의 보고서를 의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Axel E. Fischer (Germany, EPP/CD)

8)

CM/Rec(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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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ana

Pelkonen

(Finland,

EP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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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평의회 의회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개인, 단체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터넷이 나이, 거주지 또는 수입에
상관없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인터넷 접근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

유럽평의회 의회는 회원국이 다음의 원칙들을 기반으로 인터넷 접근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 유럽평의회 의회가 인터넷 접근권 확보를 위해 권고한 원칙
①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
적인 요건으로써 누구나 인터넷 접근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접근권은 국가기관의 간섭 및 국경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
하고 수취하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 하며,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9)에 열거된
요건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③ 감시에 대한 두려움(The Fear of Surveillance) 은 자기검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유럽인권
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10)와 제10조에서 명시한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는 집회의 자유권과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의 존중권과 같은 다른
인권의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회원국은 법과 실무에서 인터넷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⑤ 인터넷접속제공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UN과 EU에 의해서 마련된 인터넷에 관한
보편적 서비스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⑥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 최소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회원국과 인터넷접속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공동 책임이다. 특히 최신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적정
비용, 정보처리의 상호 운영의 가능성, 무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⑦ 기기, 콘텐츠, 저작자, 콘텐츠의 발신지 및 도착지,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기초로
하는 인터넷 데이터와 트래픽을 취급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통신망중립성이
국내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⑧ 국내의 법과 실무는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인정해야 하고,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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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지적재산권의 경미한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일괄 제한(Blanket Restrictions) 해서는 안된다.
⑨ 공중 기지국(Public Access Point)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촉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교육기관이나 문화기관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⑩ 회원국은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의 인터넷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회원국은 기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공개 접근 뿐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개선
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그러나 회원국은 인권과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⑫ 회원국은 공공기관에게 자신들의 정보와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공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인터넷 접속은 여러가지 언어로 공개
되어야 한다.

□ 유럽평의회의 요구사항
○ 유럽평의회 의회는 세계기구

,

기업, 유럽협의회 등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였다.
-

의회는 유럽 차원에서 인터넷 접근권과 관련한 기준들을 보편적으로 규정
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UN

과

EU

가 유럽협의회와 더욱 밀접하게 상호 협력

할 것을 요청한다.
-

의회는 인터넷의 보편적 접속을 실현하고 위의 원칙들을 준수함에 있어서
인터넷 기업이 정부 및 의회와 함께 상호 협력할 요청한다.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
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 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
게 할 수 있다.
10)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
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
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9)

- 30 -

인터넷 법제동향

-

의회는 유럽협의회 사무총장에게 전 유럽에서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입법에서 회원국들을 지지하기 위한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청한다.

※ 참고문헌
http://assembly.coe.int/ASP/Doc/XrefViewPDF.asp?FileID=20870&Language=EN
http://www.assembly.coe.int/nw/xml/News/News-View-EN.asp?newsid=4972&lang=2&ca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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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87회 데이터보호위원회 콘퍼런스 결의안 채택
4
“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개관
○ 독일 데이터보호위원회

(Unabhaengiges

이하 ‘데이터보호위원회’)는

2014

년

3

Landeszentrum

월

27

일과

28

fuer

Datenschutz,

ULD

;

일 양일간 함부르크에서

제8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지금까지 비밀정보기관이 행한 대규모 통신 감시에 대하여
독일 연방정부가 취한 법적·정치적 대응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전제한 뒤,
시민들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표준화된 암호화 외에도 단대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11)

의 메커니즘 구축, 익명 통신 의 제공, 인증절차 도입을 통한
12)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신뢰성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 결의안의 내용
1.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를 통한 공개 수배 시 엄격한 규제가 필요

○ 소셜 네트워크의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형사 소추기관도 공개 수배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이미 페이스북을 통하여 범죄자를 수배하는 경찰서가 존재하고 있다.

11)

암호화 방법 중의 하나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최초 도착하는 노드에서 복호화한 다음 다시

12)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방식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임의의 통신로에 보내었을 경우에 제 3자가 사용자와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의 대응
관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익명 통신로의 기술은 전자선거, 전자화폐, 전자우편 등의
프라이버시의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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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독일 데이터보호위원회는 공개수배를 위해 페이스북과 같은 사설
운영자(민간사업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개는 수배정보가 세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범죄
혐의자 또는 증인의 기본권이 전통적인 미디어인

TV,

라디오에서의 사례

보다도 중대하게 침해되며, 이렇게 인터넷에서 공개되는 수배정보는 삭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전혀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자신의
추측이나 주장을 입력하여 공개된다면, 이것은 관련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공개수배는 형사
소추기관의 수사업무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고, 사설 운영자(민간 사업자)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경우 사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TMG)

제13조 제4항 제6호와 제15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13조 제6항의 익명 및 가명 이용권을 준수하여야 한다.
※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송·수신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 관련 법인 멀티미디어법을 개정한 법

○

형사소추기관이 공개수배를 목적으로 댓글 기능이 없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 다음의 기준들이 준수되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

첫째, 인터넷상의 공개수배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공개수배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형사소송법 제131조 제3항, 제131조의a 제3항, 제 131조의 b)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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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131조(지명수배) ①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에 근거하여 판사나 검사 또는 긴급을 요
할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이 지명수배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 발부의 요건이 존재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추적수사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임시체포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사나 그 수사
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
영장의 발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③ 중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와 검사는 다른 형태의 소재
수사가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개추적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동일한 요건 하에서 긴급을 요하고 또한 판사나 검사와 제 때에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인
때에는 검사의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당해 권한을 갖는다. 제2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의 결정을 받아야 하다. 검사의 확인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해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31조a(소재확인을 위한 지명수배) ① 피의자 또는 증인의 소재수사를 위한 지명수배는 그
소재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때에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운전면허증의 보전, 범죄흔적수사와 관련된 처리, DNA 분석 및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피의자 지명수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③ 피의자 또는 증인의 소재수사를 위한 지명수배와 관련하여 중대한 범죄인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혐의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피의자 소재수사가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개추적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제131조 제4항을 준용한다. 증인의 소재를 수사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증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중대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공개추적수사를 할 수 없다. 증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소재수사가 성공
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는 형사소추기관의 모든 추적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1조b(사진의 공개) 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
하는 것은 범죄수사, 특히 신원미상인 범인의 신원 확인이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증인의 사진을 공개하고 공개의 원인이 된 형사절차에 대한 지적은 중대한 범죄행위의
수사, 특히 증인의 신원확인이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증인의 사진을 공개할 때에는 해당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31조 제4항 제1문 전단과 제2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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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체법적 관점에서 형사소추기관은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려
하여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개수배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

셋째, 절차법적 관점에서 검찰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개수배를 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때, 공개수배의 방법, 범위, 기간,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넷째, 형사소추기관이 공개수배를 위해서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소추기관의
책임 영역 내에 있는 서버에서 저장되어 처리되어야 하고, 사설 운영자(민간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웹 크롤러(Web
Crawler)13)

나 기술적으로 이와 유사한 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한다.

2.

통신망에서의 인권 보장

○ 데이터보호위원회는 프라이버시 권리 및 의사표현의 자유

,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정보기관에 의한 대규모 감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무결성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 데이터보호위원회의 요청사항
① 데이터의 저장·전송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암호화 할 것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전송 하여야 하고,
암호 해독(복호화)을 어렵게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Perfect Forward Secrecy).

② 간편하게 제공 가능한 암호화 인프라를 제공할 것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웹 문서들을 추적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로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타베이스, CSV, 엑셀파일등으로 가공하는 것
14)데이터의 전송에 관여되는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의 접속을 추가적으로 암호화하는 것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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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도 특별한 지식, 재정적 비용이 없더라도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 정부차원에서 기존의 제도와 관련하거나 새로운 신분증을 암호화하는 추가 기능을
통하여 이러한 인프라의 생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③ 접속 암호화14)와 결합한 단대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의 투입
-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데이터가 네트워크 노드에서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존재
하거나 내부망에서 암호화되지 않고 전달되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간단
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단대단 암호화만이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접속
암호화 방법은 암호화된 중간노드에 있는 모든 통신의 메타데이터를 보호한다. 이
두 절차의 접속을 통하여 종단점 사이에 보호의 최적화가 달성될 수 있다.
④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
- 공공기관의 전체 인터넷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전송계층
보안) /SSL(Secure Socket Layer)을 통해서 연방정보기술안정청의 권고를 존중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발행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고, 비공공
기관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텔레미디어의 이용과 이용자들이 호출하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례성의 범위 내에서 암호화를
통하여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⑤ 통신정보(Traffic Data)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보호조치의 발전
- 메타데이터가 없는 전자우편 통신이 더욱 발전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전자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기반의 다른 통신 포맷을 위해서도 일상적인 사용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 왜냐하면 효과적인 단대단 암호화도 전자우편의 발송 시 통신 상대방과 위치를 명확
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메타데이터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⑥ 익명 통신의 확대와 장려
- 인터넷과 전기통신서비스의 익명 이용을 위한 절차들이 장려되어야 하고 이에 상응
하는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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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통신 확대와 장려는 데이터의 최소 저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에 합치
하고 데이터 남용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⑦ 통제되는 라우터 상의 통신 제공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특정한 방법으로 서로 통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짧고, 지리적
으로 로컬에 있는 통신 루트는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흐름에서 부당하게 접근할
개연성을 줄여 줄 수 있다. 통신이 완전히 독자적인 역무로 처리되거나 암호화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흐름에 관한 통제 가능성은 개선된다.
-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인터넷의 통제나 차단하려는 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통제나 차단은 모든 관점에서 목적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구상은
제공자 중립적이고 초국가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기본이 되고 있는 기술적 기준
들에 직접 최적화하여 투입되어야 한다.
⑧ 모바일 통신의 안전한 암호화 및 위치정보 수집 가능성의 제한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유선 통신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및 안전성 요건(예: 이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암호화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
- 통신기기에서 기지국 사이는 물론 통신 제공자의 네트워크 내부 등 모든 통신로는
암호화되어야 한다.
- 위치확인 데이터의 인식은 모든 모바일 기기가 등록되는 네트워크 운영자와 본국의
네트워크 운영자로 제한되어야 한다.
⑨ 개인정보를 보유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증된 정보 안전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로 제한
-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로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만이 해당 개인정보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공자의 신뢰성은 정보의 안전성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 특히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인증된 정보의 안전성 관리, 처리될 데이터를 클라우드
내·외부로 전달하고 저장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안전한 암호화, 위탁자가 하청을
통제할 수 있는 위탁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데이터보호 수준은 독립적이고 전문
적인 감사를 통하여 심사되고 인증되어야 한다.

- 37 -

인터넷 법제동향

⑩ 인증을 통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신뢰성 촉진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제3자가 안전성 조치의 효과를 언제나 납득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 또한 정보기술 제품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보기술제품과 처리과정의
인증절차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⑪ 현대적 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 촉진을 위한 교육 필요
-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기술적 보호조치들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한다. 이용자들이 데이터 보호조치의 장점들을 다룰 수
있어야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기 위한 광범위한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
⑫ 정보의 안전성 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 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비용은 증가되어야 하고 전체 IT 예산과의 적정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연방 차원의 협약 당사자들은 전체 IT 예산의 10%를 정보보호를 위해 사용할 것을
연방기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주 기관과 다른 공공
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특히 재정 지원은 전자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계획과 안전장치를 위해서 뿐 아니라
현 상태의 절차와 인프라를 개정하고, 기술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

독일 연방정부에 대해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 요청
독일 데이터보호위원회와 독일 연방 하원의 컨퍼런스에서 수많은 요청이
있었으나, 지난 국회 회기에서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에 대해 국내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

포괄적 비디오 감시, 업무성과를 투명하게 하는 서류 관리 시스템, 생체적
정보의 업무 투입 증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 규정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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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감독관청의 직무와 권한 행사 강조
EU

회원국 사이에 있는 다수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모든 사례의 경우, 본사 소재지에 있는 감독관청이 회원국의 감독관청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주무 관청으로써 기능할 것을 촉구한다.

※ 참고자료
https://www.bfdi.bund.de/SharedDocs/Publikationen/Entschliessungssammlung/ErgaenzendeDoku
mente/PM_87.DSK.pdf?__blob=publicationFile
http://www.bfdi.bund.de/SharedDocs/Publikationen/Entschliessungssammlung/DSBundLaender/87
_DSKStrukturDatenschutzaufsichtEuropa.html?nn=409240
http://www.bfdi.bund.de/SharedDocs/Publikationen/Entschliessungssammlung/DSBundLaender/87
_DSKOeffentlichkeitsfahndungSozialeNetzwerke.html?nn=409240
http://www.bfdi.bund.de/SharedDocs/Publikationen/Entschliessungssammlung/DSBundLaender/87
_DSKBiometrischeGesichtserkennung.html?nn=409240
http://www.bfdi.bund.de/SharedDocs/Publikationen/Entschliessungssammlung/DSBundLaender/87
_DSKMenschenrechteElektrischeKommunikation.html?nn=40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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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

B ig

D ata

&

위원회, 빅데이터 정책 권고(2014.

Privacy

5.

1)

☐ 개요

○ 미국

Big

Data

&

위원회(Big

Privacy

이하 ‘빅데이터 위원회’)는

년

월

2014

5

Data

and

Privacy

Working

Group

;

일 빅데이터가 제시한 기회와 도전을

1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였다.
※ Big Data & Privacy 위원회

:

2014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정책 개발 위원회로서, Pritzker 상무장관, Moniz 에너지부 장관, John Holdren
대통령 과학고문, Jef Zients 대통령 경제고문, 학술 연구자 및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됨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빅데이터 위원회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2012)’

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칙에 대해

새롭게 도전을 생성하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 참고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 2012년 2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개인의 제어력
투명성
배경정보의 존중
보안
접근성과 정확성
적절한 범위의 수집
설명책임

-

소비자는 사업자가 수집하는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소비자는 사업자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준수에 관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짐
소비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배경정보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이용·개시하는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짐
소비자는 개인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취급될 권리를 가짐
소비자는 민감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불이익을 가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에 접근해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소비자는 사업자가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적절한 범위에
한정할 권리를 가짐
소비자는 사업자에 의해 개인의 데이터가 본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
따라 적절히 취급될 권리를 가짐

위원회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The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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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정책 권고사항

(POLICY

-

RECOMMENDATIONS)

빅데이터 시대의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개정할 필요성 있음

-

행정부의

2011

사이버보안 입법안(2011

Cybersecurity

제출에 이은 국가 정보유출 침해 표준(National
위한 ‘정보 유출 법안(National
-

Data

Breach

Legislative

Proposal)

을 제공하기

Data Breach Standard)
Legislation)’

을 통과시킬 것

프라이버시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가치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 대상을 미국 시민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로 확장해야 함

-

연방정부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보호 계층에 차별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용이하게 확인하여 사례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
기술 구축 필요

-

‘

온라인의 보호 표준(The

Standard of Protection for Online)’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법(The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 빅데이터 기술로 인한 기회

(SEIZING

-

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필요

OPPORTUNITIES)

생명을 구하는 빅데이터
:

미숙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감염에 대비해 신생아집중
치료실의 수많은 신생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함에 따라 심장
박동과 체온의 미묘한 변화를 식별 가능

-

더 나은 경제활동을 만드는 빅데이터
:

센서를 갖춘 제트 엔진 및 배달트럭의 지속적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도록 기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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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는 빅데이터

-

:

미국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The
M edicaid

Services,

C M S) 15)

Centers

for

Medicare

and

는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

사기 방지 시스템은 낭비·사기 및 남용에 대한 높은 위험이 있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식별 가능

☐ 빅데이터 관련 국내 정책 현황

○

안전행정부는 기관 간 현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부

3.0’

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 국무총리 소속의

‘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

16)

에서는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추진 전략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심의 조정할 계획

※ 참고문헌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5/01/fact-sheet-big-data-and-privacy-workinggroup-review

15)
16)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성격의 미국 보건부 산하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청.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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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주파수 공유제도 도입(2014.

6

4.

23)

☐ 개요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3.5GHz

Communication

Commission,

이하

‘FCC’)

는

대역의 주파수를 정부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

FCC

는 새로운 ‘시민 광대역 무선서비스(The

의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주파수를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이 주파수는 통신사업자의
소무선 구역(Small

Cell

Deployments

) 활용 등 기타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본 제도 시행을 위해 ‘시민 광대역 무선서비스 규칙’을 기존의 법 제정 공고에
추가했다.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 미국 각 방송국들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법안에 의해 발족된 기구로서 전파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방송통신정책 주관 기구이자 준정부ㆍ준사법기구
※ 주파수 공유제(Frequency Sharing System) : 두 사업자 이상이 한 전파(주파수) 면허를 함께
쓰는 제도로서,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일정 약정을 통해 면허 없는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사적 공유 체계이다.

☐ 주요 내용

○

본 법률은

3.5

GHz

대역에서

150

MHz

의 주파수를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주파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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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GHz

대역내의 주파수 공유는 별도로 개발된 주파수 접근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며, 이 시스템은

3

단계별 접속 권한을 통해 주파수에 대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동적 데이터베이스다.

○

년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The

2012
on

-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는 새로운 주파수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고 주파수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경매로 인한 경제적 수익이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

PCAST

500MHz

는 주파수

규모의 정부

소유 주파수에 대한 공유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동적 공유 모델(Dynamic

Sharing

Model)

구축을 제안 했다.

○ 시민 광대역무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공유 규칙의 주요내용
① 주파수 접속권한은 연방우선접속(정부 및 민간), 우선접속면허, 일반허가접속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접근방법과 공유모델이 규정되어 있음
② 연방 정부용 주파수 이용을 포함하여 각 이용자들과 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유연성과 혁신성을 촉진
③ 우선 접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 및 민간은 시민광대역 무선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들로부터의 유해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
④ 우선 접속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비롯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⑤ 일반허가 접속권한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주파수의 비축량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선진화된 홈 무선 네트워킹을 포함, 다양한 활용이 가능
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

☐ 시사점

○ 주파수 공유제도는 넓은 주파수 블록을 분할하여 사용자의 성격 연방
(

,

민간),

서비스 지불의사 등에 따른 계층 구조를 조성하여 차등적으로 접속하는 방식
으로서, 경매를 통한 주파수 사전 할당 방식과 비교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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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주파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토양 마련에도 긍정적이며 주파수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일부 대역에
한해 중소기업, 벤처, 일반 이용자 등을 위한 주파수 공유제도 운영 방안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 참고문헌
http://www.fcc.gov/document/fcc-proposes-make-150-mhz-spectrum-available-broadband
http://arstechnica.com/information-technology/2014/04/fcc-proposes-sharing-150mhz-of-federal-sp
ectrum-with-wireless-broadband/
http://www.dwt.com/FCC-Proposes-to-Make-150-MHz-of-Spectrum-Available-for-Shared-Broadban
d-Through-Use-of-Dynamic-Spectrum-Access-and-Sharing-Systems-04-2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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