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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8. 28)

1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규
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 방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자 함 (안 제14조 제2항 ·제

66

조제2호 및 제3호 ·제66조의

2

제1항).

○ 시 도지사 실태조사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기준 적합
·

여부 확인 업무 등 단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
려는 것임 (안 제

※ 출처

:

국회

69

조제2항제1의3 및 제5호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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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9. 1)

2

□ 소관 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SNS

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피로감이나 사이버불링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SNS

상에서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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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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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2014. 9. 3)

3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이동통신시장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도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요금경쟁을 하지 않고 유사한 시기에 담합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과
도한 보조금경쟁으로 이용자 차별사례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으로
전환하여 통신비를 인하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
책이 필요함.

○ 이에 현행 인가제를 개선하여 사전검토 후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요금규제 신고원칙
(

,

인가예외 )를 사전점검을 통한 이용약관 보완 요

구가 가능한 신고제로 일원화하여 , 시장경쟁 활성화 및 행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8조).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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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 2014. 9. 25)

4

□ 소관 상임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주행 중에 차량의 전 후면
·

,

좌·우·측면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영상기기인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차량용 블랙박스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
넷 등에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은 실정임.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 중에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적용되는지에 대
해 논란이 있음.

□ 주요내용
○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를 장착하는 경우
·

,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녹음기능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
2

및 제72조제1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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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독일,
1

「정보기술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 안
(

(‘14.

8.

)

제출

18)

☐ 개요

○ 독일 연방내무성은

2014

년

8

월

18

일 ‘정보기술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2013

년

3

월

5

일 입법예고 후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예고안과는 다소 수정된 동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

이 법률안은 연방정부의 관련부서의 동의를 받아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입법 배경

○ 독일은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격

,

사이버스파이,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정보기술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

연방정보기술안정청(Das
은

BSI)

2011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년에 사이버방어센터(Cyberabwehrzentrum)를 설립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발생하는 위협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들을 지속
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기술적이고 복잡한 공격들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
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가용성, 기밀성을 개선하여 증가하고 있는 위

협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들을 제정하거나 연방 정보기술안전청법

- 5 -

인터넷 법제동향
(BSIG),

텔레미디어법(TMG), 전기통신법(TKG), 대외경제법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

○ 개정 법률안은 기업에서

IT

안전성의 개선, 안전한 정보통신망에서 시민들의

정보보호의 강화, 연방정부의

안전성의 구축 및 이와 관련한 연방정보기술

IT

안전청과(BSI) 연방범죄수사청(BKA)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

(

주요기반 시설 개념의 도입) 연방 정보기술안전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혼용되어 왔던 주요기반 시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참고>연방 정보기술안전청법
제2조 제10항 : ‘주요기반시설’(Kritische Infrastrukturen)이란 에너지, 정보기술 및 통신,

Ÿ

운송 및 교통, 건강, 물, 식량(식품), 금융 및 보험 영역에 있는 시설 또는 설비(그 일부도
포함)로서 공동체의 기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중지나 침해로 인하여 공
급부족이 지속되거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제2조 제11항 : 주요기반시설 운영자란 주요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Ÿ

중소기업의 개념에 관한 EU위원회의 2003년 5월 6일의 권고에서 말하는 소기업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ABl. L 124 vom 20.5.2003, S. 36). 위원회의 권고에서 말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방 정보기술안전청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에 필요한 요건
을 증명해야 한다.

○

(

기업에서

안전성의 개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은

IT

국가와 기업 인프라 운영자 사이의 협력을 개선하여 운영자에게

안전성의

IT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용에 장애를 야기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IT

<참고>연방 정보기술안전청법
※ 제8조b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중앙 신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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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BSI는 정보기술 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절차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주요기반시설

Ÿ

운영자를 위한 중앙 신고기관이다.
제2항 : BSI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Ÿ

1.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정보, 특히 안전상의 결함, 악성프
로그램,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우 관찰한 공격행위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2. 관할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주요기반시설의 가용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3.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상황도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야 한다.
4. 주요기반시설운영자와 관할 감독기관 및 그 밖의 관할 연방관청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해당 정보와 경험으로 획득한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3항 :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처리과정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Ÿ

있는 경우 해당 주요기반시설운영자가 지체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률에 의한 법규명령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통신체계를 구축하기(제3조 제1항 제
15호) 위한 비상연락 담당자가 BSI에 지명되어 운영자는 언제나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데이터 처리시스템에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진
장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한다.

-

텔레미디어 서비스제공자는 본인확인절차를 통해서만 시민의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한다.

-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은 기업의 신뢰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시설의 운영이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영업상 생성물의 운영을 금
지시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참고> 전기통신법

Ÿ

109조 제5항: 공중 통신망 운영자 또는 공중 접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망을 통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용성의 장애나 이용자의 통신시스템과 데이터처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포함하여 현저한 안전 침해가 될 수 있는 통신망이나 통신서비스의
침해를 연방망규제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침해가 이미 발생하여 통신망의 운
영이나 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연방망규제청은 안전침해
와 시정책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IT 안전사고가 문제된 경우에는, 수신
된 신고 및 취해진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는 연방망규제청에 의해서 지체없이 BSI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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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망규제청은 EU 회원국의 국내 규제기관과 EU 망
및 정보 안전청에 안전 침해를 통보한다. 연방망규제청은 안전침해의 공개가 공중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공중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
문의 의무자에게 이러한 통지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망규제청은 EU위원회, EU
망 및 정보 안전청, BSI에 매년 한번씩 수신된 신고와 취해진 시정조치에 관한 요약보고

○

서를 제출해야 한다.
(B S I

의 권한 강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대처하기

위해 연방행정 분야를 넘어서 국제적인 중심기관으로

의 역할이 강화되

BSI

어야 한다.
-

는 정보기술의 안전에 있어서 운영자의 요청 시 자문을 하고 지원을 할 직

BSI

무를 부여받게 된다.
-

는 매년 연방 내무부에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고, 이 보고를 통해

BSI

시민들이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도록 한다.
<참고> 연방정보기술안전청법(BSIG)
Ÿ

제3조 제1항 제1호: BSI는 우선 정보기술의 안전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15가
지의 직무를 수행한다.

Ÿ

제3조 제2항: BSI는 또한 각 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의 정보기술의 안전에 지원할
수 있다.

Ÿ

제3조 제3항 : BSI는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전을 위한 중앙 기관으로서 주요기반
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전성(제8a조) 및 주요기반시설운영자의 정보기술의 안전성을 위한
중앙 신고소(제8b조)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다. BSI는 주요기반시설운영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자신들의 정보기술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지원을 하거나 자격
있는 안전담당자를 명할 수 있다.

Ÿ

제7조a (IT 안전성 조사): (1) BSI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조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제품,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를 조사(검사)할 수 있다. BSI는 이
를 위해서 모든 적합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조사를 통하여 인식된 내용은 오로지 IT안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BSI는
조사한 제품,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제공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여기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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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8조(BSI의 규정) 제1항 : BSI는 연방의 정보기술의 안전을 위한 최소기준을 의무적으
로 규정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최소기준의 전환과 준수에 있어서 연방기관에 자
문을 한다. 연방내무성은 각 기관의 IT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제1문에 정한 요구사항을
일반적인 행정법규로서 제정한다. BSI는 제1문에 따라 정한 요구사항이 기관에서 준수
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기관은 BSI와 이의 자문위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
러한 요구사항의 전환 시에 BSI가 지적한 결함은 BSI가 정한 적정한 기간 내에 고쳐야
한다. 제2조 제3항 제2문에 언급된 법원 및 헌법기관에게 이 항에 의한 규정들은 권고

○
-

의 성격을 가진다.
(I S P

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새로운 의무를 추가한다.

텔레미디어법 제13조에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에서 유상으로 제공되는 텔레
1)

미디어에 대하여 기술적 조직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전기통신시스템과 데
이터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관리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정보를 자신의 텔레미디어의 제공목적을 위하
여 이용된 장애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

(

통신장애의 범위 확대) 전기통신법 제100조에서 통신장애에서 ‘정보 및 통

신서비스의 이용 제한이나 이용자의 전기통신시스템과 데이터처리시스템의
1)

텔레미디어법 제13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을 시작할 때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종류, 범위 및 목적 그리고 EU의 지침 95/46/EC(개인정보처리지침)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국가에
있는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원을 이후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관련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이 자동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 절차를 개시 할 때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언제든
지 호출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을 확보한 경우 동의는 전자적으로 의사가 표시될 수
있다. 1. 이용자가 자신의 동의를 의식적으로 명확히 하고, 2. 동의가 기록되어 있고, 3. 이용자가 동의 내
용을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고, 4. 이용자가 동의를 언제든지 장래의 효력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
우. (3) 서비스제공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 제4호에 의한 권리를 언급해야 한
다. (4) 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통해서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1.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언제나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2. 접근 과정 또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해당 개인관련 정보는 종료 후 즉
시 삭제되거나 제2문의 경우로 차단되어야 한다. 3. 이용자는 텔레미디어가 제3자의 인식으로부터 보호되
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동일한 이용자에 의한 다양한 텔레미디어의 이용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는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제15조 제2항에 의한 데이터는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결합될 수 있
어야 한다. 6. 제15조 제3항의 이용프로파일은 가명으로 된 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와 함께 결합될 수
없어야 한다. 삭제가 법적, 규칙상 또는 계약상 보관기관에 모순되는 경우 제1문 제2호의 삭제를 대신하여
차단이 된다. (5) 다른 서비스제공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6) 서비스제공
자는 기술적으로 기대 가능한 경우에는 텔레미디어의 이용과 이의 지불을 익명으로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통지받아야 한다. (7) 서비스제공자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
제34조의 기준에 따라서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가명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이용자의 요청으로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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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입이 될 수 있는 장애’도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전기통신법 제100조
※ (통신설비의 장애 및 통신서비스의 남용)
Ÿ

(1)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이용 제한이나 이용자의 전기통
신시스템과 데이터처리시스템의 불법 침입이 될 수 있는 장애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시설
의 장애와 하자를 인식, 제한, 제거하기 위해서, 통신가입자와 이용자의 기본정보 및 통
신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Ÿ

(2) 변환을 실시하거나 통신망의 장애를 인식하고 제한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통신설비의 운영자 또는 그의 위탁자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통화에 접속할 수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통화 중 작성된 기록은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통화 중 접속은 해당
통신 참가자들에게 음성으로 또는 그 밖의 신호로 동시에 알려서 명확히 통지되어야 한
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데이터보호위탁자는 지체 없이
모든 개별적인 조치의 절차와 상황을 통지받아야 한다. 이 정보들은 기업의 데이터보호
위탁자에게 2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Ÿ

(3) 특히 통신망 또는 통신서비스를 위법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문서에 의해 사실상의 근
거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사용료 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망이나
통신서비스의 위법한 사용을 발견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입정보와 통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제96조에 의한 통신정보를 6개월 이상 되지 아니한 모
든 통신(사실)정보의 전체 데이터에서 통신망 또는 통신서비스의 위법한 이용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망의 모든 접속데이터가 조사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제1문의 가입정보와 통신정보(트래픽정보)로부터 익명화된 전체
(정보현황)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다. 전체정보현황은 개별 가입자가 얻은 매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적정한 기준을 근거로 위법한 사용의 혐의가 있는 망 접속을 발
견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접속 데이터는 지체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제1문에 의한 절차
의 도입과 변경은 연방망규제청과 데이터보호를 위한 연방위탁기관(연방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게 지체없이 알려져야 한다.

Ÿ

(4) 제3항 제1문의 요건에서 서비스제공자는 개별적 사례에서 이것이 거기에 언급된 행
위의 확인과 저지를 이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종신호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
다. 다른 메시지 내용의 수집과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문에 의한 개별 조치는 연
방망규제청에 알려야 한다. 이 조치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한 경
우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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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법률안 : 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DE/Gesetzestexte/Entwuerfe/Entwurf_
IT-Sicherheitsgesetz.pdf?__blob=publicationFile
http://www.bmi.bund.de/SharedDocs/Kurzmeldungen/DE/2014/08/einleitung-ressortabstimmun
g-it-sicherheitsgesetz.html?nn=3315514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Verfassungsschutz-soll-mehr-zur-IT-Sicherheit-beitrag
en-2294924.html
http://www.cr-online.de/37492.htm
https://netzpolitik.org/2014/sicherheitsgurte-fuer-die-it-der-kritischen-infrastrukturen-entwurf-z
um-it-sicherheitsgesetz-vorge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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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이슈
EC,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1
(‘14.6.26)

☐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6

(The

European

Commission,

이하

일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EC)

는

2014

Computing)

년

6

월

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줄이고 혜택은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EC

는

C-SIG(Cloud

Select

Industry

Group)

에 의해 개발된 동 가이드라인을

클라우드 사용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지표에 있어 표준화된 구성요소를 마
련하는데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C-SIG는 유럽연합 및 다국적 기업에 통신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해 제안하고 조언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 배경 및 경과

○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이

IT

응용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에 보다

손쉽게 접근하여 고가의 자본투자를 피할 수 있게 한다.
-

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인, 기업 및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저장

EC

하고 원격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균

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10~20%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판매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소비자들과의 계약에서
포함시키고 있으나

SLA(Service

Level

Agreements,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LA

※ SLA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술적·법적 측면을 규정하는 서비스 계약의 일종을 뜻하며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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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제공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

클라우드의 범세계적 속성상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계약
은 주로 여러 관할권에 걸쳐있고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이 매우 다양하다.

-

-

또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배치모델

의 경우

(deployment model)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어

SLA

최근 트러스티드 클라우드 유럽

(Trusted Cloud Europe)

의하면 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에

SLA

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SLA

표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Trusted Cloud Europe는 유럽의 공공 및 민간단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유럽 클라우드 파트너쉽에 의해 설립되었다.

○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있는 클라우드 사용자들의 비용 절감을 제대로 돕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년 9월

2012

일

27

는 “유럽 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잠재력 실현

EC

을 위한 전략을 채택하였다.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loud in Europe)”

<참고> 유럽 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전략의 내용
Ÿ

2012년 9월 27일 EC는 “유럽 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전략을 채택
하였다.

Ÿ

동 전략은 2020년까지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가 연
간 1600만 유로(현재 유럽연합 GDP의 전체 1%에 해당)를 증가시키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Ÿ

모든 경제 영역에 걸쳐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Ÿ

클라우드에 의하여 제공되는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방법을 규명해내기 위하여 전반
적인 정책적·규제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로
도출된 결과이다.

⓵ 안전하고 공평한 계약 조건(Safe and Fair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으로 EC는
계약당사자들에게 단일화된 규칙을 제공하고자 함
-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부 측면을 다루는 “디지털 콘텐트(digital content)”의 공급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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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의 목적은 유럽공통매매법이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안들을 규제할
모델 계약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있고 모델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계약 종료 이후의 데이터 보전(data preservation afte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 데이터 공개 및 데이터 무결성(data disclosure and integrity)
· 데이터 위치 및 전송(data location and transfer)
· 데이터의 소유권(ownership of the data)
· 클라우드 공급자 및 하청계약에 의한 서비스 변경에 따른 직접적 및 간접적 책임
- 모델 계약 조건과 관련한 모범관행의 확인 및 확산은 장래의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증
진시킴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의 비율을 높일 것임
⓶ 엄격한 표준의 통과 (Cutting through the jungle of Standards)
- 이는 수많은 기술 표준을 뚫고 나아감으로써 클라우드 사용자가 정보처리 상호운용성, 데
이터 휴대가능성 및 가역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함
- EC는 2014년까지 EU 전역에 걸친 자발적 인증 제도의 개발을 지원하고 그러한 제도의
목록을 만들기 위하여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Ne
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ENISA)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계획임
- 클라우드 표준 조정위원회(Cloud Standards Coordination)은 클라우드 표준화 로드맵(clou
d standardisation roadmap)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 회의를 열고 있음
⓷ 유럽 클라우드 파트너십의 설립(Establishing a European Cloud Partnership)
- 유럽 클라우드 파트너십(ECP)는 산업계와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공통의 조
달요건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 ECP 운영위원회(Streering Board)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혁신 및 비
용면에서 효율적인 공공 및 사적 서비스를 위한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대
하여 EC에 권고한바 있음
- 공공 부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형성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공공 부문
시장이 분열되어 있으면 동 시장의 요건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되고 서비스 통합은
저조해지며 시민들은 화폐로부터의 최상의 가치를 얻지 못하게 됨
- ECP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는 ‘유럽을 위한 클라우드 계획’(Cloud-for-Europe, C4E ini
tiative)가 있음
· 유럽의 공공 당국이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유럽의 클라우
드 컴퓨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유럽 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전략의 두 번째 핵심 실행
계획인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클라우드 제공자와 전문적인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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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사용자 간의 계약을 위한 컴퓨팅
-

위 요청에 따라

CSIG

SLA

모델 조건 확립이 요청되었다.

가 소집이 되었으며 동 그룹은 이에 부응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다.
-

또한 동 전략은 클라우드 공급자와 소비자 및 소형 회사들 간의 계약을 위
한 안전하고 공평한 계약조건을 규명할 것을 요청한 바,

EC

는 이 목적을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 관련 전문가 그룹을 창설하였다.

주요 내용

☐

○ 동 가이드라인은 전문적인 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하여 클라우드 제공자 사
이에서 체결하는 계약 내에 핵심적인 요소가 쉬운 용어로 대체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신뢰가능성

-

클라우드 제공자로부터 받을 지원 서비스의 질

-

보안 수준

-

.

클라우드에 보관되는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보다 나은 방법

⓵ 정의 조항(제2조, Cloud SLA Vocabulary)
- 정의 조항에서는 클라우드 SLA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용어에 대하여 CSIG가 합의하
여 내린 정의를 제시하고 있음
- CSIG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상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에 대한 정의
※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적인 성격
① 온 디맨드식의 셀프 서비스(on-demand self service):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이는 어떤 컴퓨터 자원을 늘려서 사
용해야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타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
② 광대역 네트워크 접속(broad network access): 제공된 컴퓨터의 리소스 또는 서비스
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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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 공유(resource pooling):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모든 컴퓨터 자원(resource)이
다수의 사용자(multi-tenancy)와 공유(pooling)된다는 것을 의미
④ 신속한 탄력성(rapid elasticity): 컴퓨터 자원의 사용 및 처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
⑤ 측정된 서비스(measured service): 공동의 자원을 빠르고 편리하게 언제든지 어디서든
사용하되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량에 대한 측정을 기본으로 함

※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
① SaaS (Software as a Service)
② PaaS (Platform as a Service)
③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④ 그 밖의 XaaS: 다양하고 재사용가능한 구성요소의 집합용어로, 여기에는 인프라, 플랫
폼,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혹은 그 밖의 제품 등 일종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
용함으로써 서비스로서 이용 가능한 것들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개 모델
① 공개형 클라우드(Public Cloud): 돈을 받고 제공하는 공용자원이라는 일반 개념으로 운
영되는 클라우드
② 폐쇄형 클라우드(Private Cloud):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적인 장점은 살리고
공용자원이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는 클라우드
③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초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대규모
작업 및 비용을 고려하여 비슷한 사업 성격을 띄고 있거나 특정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조직이 함께 모여 운영하는 클라우드(예컨대 계열사 관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④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공개형/폐쇄형/커뮤니티 클라
우드가 혼용되어 운영되는 클라우드
⓶ 성과 서비스 수준 목표 조항(제3조, Performance Service Level Objectives)
- 동 조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공통 서비스 수준 목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소
비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인터페이스(interface)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조항에서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 가동시간(uptime), 반응시간(response time),
클라우드 서비스의 용량(capacity of cloud service), 역량표시자(capability indicator), 지원
(support), 데이터 검색(data retrieval) 및 종료과정(termination process) 등의 용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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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설명을 제공함
⓷ 보안 수준 목적 조항(제4조, Security Service Level Objectives)
- 보안 수준 목적 조항에서는 서비스 신뢰가능성(service reliability), 인증(authentication), 허가(a
uthorizations), 암호기법(cryptography), 보안 사건 처리 및 보고(security incident manageme
nt and reporting), 기록 및 감독(logging and monitoring), 취약성 관리(vulnerability manage
ment and governance)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함
- CSIG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된 보안수준과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요청되는 수준 모두로부터의 클라우드 보안을 관리하는데 있어 이같은 SLA이 확실성 및 투
명성을 증대시키고 공통된 용어의 의미를 정립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기업 사용자들에게 있어 정보보안 및 방어가 중요한 고려임을 인식한다면, 기업과 사용자 모
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보안의 수준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익숙
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
⓸ 데이터 관리 서비스 수준 목표 조항(제5조, Data Management Service Level Objectives)
- 동 조항에서는 데이터 분류(data classification), 데이터 미러링(data mirroring), 백업(backup),
복원(restore), 데이터 라이프사이클(data lifecycle) 및 데이터 휴대가능성(data portability) 등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
- 정보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이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아키텍쳐(architectures)에
의하여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는 소비자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작용할 것임
-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데이터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함
· 따라서 동 조항은 사용자와 기업 소비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클라우드 조달 전략을 세우고 클
라우드가 조달되는 목적에 해당 전략이 부합되는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함
⓹ 개인 데이터 SLA 보호 서비스 수준 목표(제6조, Personal Data Protection Service Level
Objectives)
- 이 조항은 행동규약(code of conduct), 표준 및 인증 메커니즘(standards and certification me
chanisms), 수집목적 명확화(purpose specifications), 데이터노출 최소화(data minimisation),
이용/보유 및 공개 제한(use/retention and disclosure limitation), 투명성 및 고지(transparenc
y and notice), 기록 보존 책임(accountability) 및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자 데이터의 지리적
위치(geographical location of cloud service customer data), 그리고 개입가능성(intervenabili
ty)2)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조항의 초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소비자를 대신하여 정보 처리자로 행위
를 하는 경우에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데이터 통제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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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가이드라인은

SLA

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및 제공자에게
있어 클라우드

○

SLA

를 고려할 때 유용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서비스 수준 목표는 망라하여 모든 개별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특정 서비스 수준 목표의 적용가능성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

(

서비스의 기능성 및 서비스 모델 모두를 고려) 및 그러한 서비스의 가격

(

유료/무료/프리미엄 서비스)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한다.

☐ 평가

○

EC

는 새로 발표된

SLA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제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

Neelies

Kroes

EC

ISO

부의장은

SLA

관련 국

의 노력에 반영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LA

와 관련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데

이어 클라우드 공급자가 합의를 본 것을 이번이 처음으로 소형 사업자가 클
라우드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고 언급한바 있다.
-

또한

Viviane

Reding

부의장은

“

오늘날의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혁신적

인 컴퓨팅 솔루션에 대한 신뢰를 창출해낼 것이다. 보다 큰 신뢰를 구축한
다는 것은 유럽의 디지털 단일 시장 내의 기업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EU

정보보호법

개혁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경쟁력있는 디지털 단일 시장은 정보 보
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2)

EU

소비자 및 소형 기업들은 안전하고

개입가능성이란 CSIG가 만들어낸 용어로서 EU 법 하에서의 데이터 주체의 접근, 수정, 삭제, 차단 및 거부
의 권리를 고려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자는 데이터가 외주업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기술적 혹은 조직적인 부담을 부과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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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계약 조건을 원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 가이드라인은

SLA

의 표준화가

ISO/IEC

19086

등과 같은 국제 표준을

통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평가된다.
-

CSIG

는

SLA

표준화에 대한 유럽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ISO

클라우드

컴퓨팅 작업반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때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반드시 따져야할 부분에 대한 해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업 및 개별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
비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 참고자료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d108290-14d7-4eb1-825d-3acaa4bd7e4a&utm_
source=Lexology+Daily+Newsfeed&utm_medium=HTML+email+-+Body+-+General+section&u
tm_campaign=Lexology+subscriber+daily+feed&utm_content=Lexology+Daily+Newsfeed+2014
-08-06&utm_ter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743_en.htm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european-cloud-computing-strategy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12702011860739002

- 19 -

인터넷 법제동향

독일 고등법원,

2

의 인터넷차단의무 없다고 판결

AP

□ 개요
○ 쾰른 고등법원은 인터넷 접속제공자

(Access Provider,

(‘14. 8. 17)

이하

는 개인정보를 침

AP)

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고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OLG

○

년

2014

월

8

Köln,

Urteil vom 18.07.2014,

일 공개된 이 판결문에

17

행사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없고

6

U

192/11)

하였다.

는 기본적으로 방해자 로 청구권을
1)

AP

와 저작권침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AP

는 고객의 데이터 통신을 감시해서는 안되며,

AP

DNS

차단과

주소

IP

차단은 과잉차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실 관계 및 진행 과정
○ 원고 독일의 대표적인 네 개의 음반제작사인 원고는 음악 파일의 무료 다
(

)

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접속제공자인 피고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 플랫폼 접근을 중개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0

년

1

월 원고들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 침해 조사자는 원고들이 언급한

오디오 데이터들이 피고의 접근 중개를 통하여 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원고들은 러시아에 소재를 둔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1)

Goldesel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침해행위의 행위자(침해자)에 대해 직접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 또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소위 방해자에 대해서도 부작위청구권 및 침해제거청구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당사자에
게 장래의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방해자에 대한 책임, 즉 ‘방해자책임’은
행위자 및 참여자와 구별되는 제3자 책임의 특별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방해자책임은 일반적인 책임
(Haftung)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책임(Verantwortlichkeit)의 유형으로써, 타인의 권리침해에 부차적이고(보
조적인), 방어청구권에 제한되고 소위 점검의무를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방해자는 판례의 기본형식에 의하
면 직접 침해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상태(상황)의 야기(행위방해자) 또는
유지(소위 상태방해자)에 상당히 인과적으로 협력한 모든 자를 말한다. 방해자의 과책은 그가 객관적으로
촉진한 침해의 관점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과책과 상관없는 방해자책임은 오로지 부작위청구권(금지 또는
중지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에만 적용되고, 과책과 관련이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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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차단해 주도록 요청하자 데이터의 링크만 변경되었고, 차단을 재요
청하였으나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

소송의 대상인 된 6개의 음반에 수록된 저작권인 원고들은 독일어로 되어있는
인터넷포털

이

Goldesel

URL http://goldesel.to

의 인터넷 주소(http://goldesel.to,

과

IP

주소

를 이용하여 세 개

xxx

http://www.goldesel.to, http://ge-server.to)

외

에도 다양한 우회 서비스를 통하여 접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년 2월

2010

일 인터넷 파일 공유 플랫폼인

15

에

Goldesel.to(http://goldesel.to/)

제3자 및 고객의 접근을 차단하여 원고들의 권리 침해를 중지해 줄 것을 서면으
로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비록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방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지라도,
001/29/EC

EU

정보사회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을
2)

3)

EU

2

공동체 규정

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경우 피고에 대해서도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
-

피고) 인터넷 접속제공자인 피고는 원고의 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3자에 의한 복제 및 저작권 침해는 접속제공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EU

전자상거래지침

2000/31/EC4)

에서 도출되는데 제공자의 활동이 접

속중개의 기술적인 과정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의 책임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

피고는 또한 원고가 제시한 차단조치를 실행할 인프라를 갖출 수 없다고 한
다.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차단조치

2)

3)

4)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8조 (벌칙 및 구제) 3. 회원국들은 제삼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중개인들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7조(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① 저작권 혹은 본법상 보호되는 여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에 대
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배제를, 반복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최초로 우려되는 경우에도 중지청구권은 존재한다.

EU

Directive
aspects

2000/31/EC

of

of

information

('Directive on

electronic

the

European

society

Parliament

services,

in

and

particular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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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une

commerce,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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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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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더라도 이용자는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금지하
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

또한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은 고객의 정보자유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
므로 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

지방법원)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접속제공자로서의 피고의

활동은

Goldesel

을 통하여 행해지는 제3자의 권리침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지만, 피고가 방해자로서 청구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고객의
독자적인 책임을 고려하여 방해자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요
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

원고가 비록 청구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기술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요구는

DNS

차단과

차단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

IP

나 이러한 차단은 법률상 권한이 필요한 기본권 제2조 및 제10조 제1항의
통신의 비밀보호 침해에 해당한다. 언급한 조치들은 상당한 기술적 비용이
필요하고 권리침해를 방지할 적합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Goldesel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금지는 정당한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될 수 없고 개별 링크의 차단도 링크를 단순히 변경하
여 그 효과를 없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 고등법원 판결 주요 내용
○ 유럽사법재판소는

kino.to

사건의 판결 에서
5)

EU

지침

2001/29/EC

제8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회원국의 의무에는 장래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 접근을 중개하고 있
고 그 내용이 실제로 이미 이용되고 있는지는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본 사안에서 만일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진다면 그러한 예방적 청
구권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5)

Urteil vom 27. 3. 2014, C-314/12. 이 판결의 내용과 간단한 평석에 대해서는 박희영, 인터넷접속제
공자의 사이트 차단 의무 인정,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4.5, 1-10 참조.

E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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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는
-

EU

지침

EU

지침

2001/29/EC

2001/29/EC

제8조 제3항에서 직접 도출될 수 없다.

제8조 제3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 제3자에 의해서 중개자의 서비스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
용되고 있는 경우 이 중개자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이 가능하도록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이와 상응한 의무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지침
EC

2004/48/

제11조에서도 도출된다.

※ 독일의 경우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 제도가 이러한 규율을 포섭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침 2001/29/EC 제8조 제3항은 입법자에 의해 국내법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

(

접속제공자에 대한 금지청구권) 지금까지 선고된 원심법원 판결들은 기본

적으로 접속제공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결과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인터넷 접속제공자
는 지침

2001/29/EC

제8조 제3항이 정한 중개자이며, 유럽법을 통해서 인

정된 기본권은 특정한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 중개자에 대한 명령은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가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목적과 모순되
지 않는다. 지침

2001/29/EC

제8조 제3항은 제3자에 의해서 중개자의 서비

스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 중개자에 대
해서 권리자가 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인터
넷 접속제공자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
온다. 문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본
재판부는 접속제공자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

(

방해자 책임) 연방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의하면 침해자 또는 참가자도

아니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욕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에 인과적으
로 기여한 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 침해의 방해자로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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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재판부도 이 견해를 따른다. 방해자 책임은
최근 민법 제1004조를 유추하여 발전되어 왔다. 위법한 침해를 스스로 행하
지 않은 자는 제3자의 책임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해자 책임
은 점검의무의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

방해자로 청구된 자의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개별적 사례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경우 방해자로 청구된 자가 자신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경제적
목적으로 보호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적 행위의 참여했는지가 중요하지만 방해
자에게 자신의 영업모델이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되거나 자신의 영업활동이 지
나치게 어렵게 하는 통제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서비스제공자가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권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기술적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르면

AP

는, 명확한 권리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 구체적

인 제공물을 지체없이 차단하고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침해가 더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과연 어떠한 기술
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령 피고가 취할 조치들
의 기술적 기대가능성의 경우 피고의 일차적 의무의 요건이 문제되고, 유책
자와 관련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로소 고려되는 그러한 요건이 문제되는 것
이 아니다.

○

EU

지침

2001/29/EC

제8조 제3항은,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서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는 경우, 이 중개자에 대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제3항의 ‘중개자’의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경우 접속제공자의 고객에 대한 예방적 조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부 사이트에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실제
로 접근하였는지 증명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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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2000/31/EC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중개자에 대한 그러한 조치들은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에게 그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저

AP

장되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활동을 암시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
사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래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객의 전체적인 데이터 교류
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중개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특정한 권리자의 보호저작물이 불법으로 제공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필터시스템을 설치하라는 명령은 유럽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또한 그러한

조치들은 지침

2004/48/EC

제3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법적 구제는 공정하고 정당해야 하고, 과도
하게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효과적
이고 비례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

이러한 조치의 경우, 한편으로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저작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접속제공자의 기업의 자유(EU 기본권 헌장 제16조) 및 정보와 사
상을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수신하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헌장 제
11

조를 통해서 보장되어 있는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의 자유 사이에 고려되어

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도 헌장에 보장되어 있다(헌장 제17조 제2항).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자체에서 혹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므로 이 보호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는 점은 도출할 수 없다.

○ 다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회원국은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을 이와 일치시켜
해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가 언급한 기본권이나 유럽법의 일반
적인 기본원칙들, 가령 비례성의 원칙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들
이 요구한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권리자가 강조한 기대가능성을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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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접속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들은 목적 지향적이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획득하기 위해서 접속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이
용자가 조치로 인해 피해받지 않아야 한다. 비록 기술적 조치들이 허용되는
내용과 허용되지 않는 내용 사이에 충분히 구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적재
산권의 보호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

(

통신의 비밀보호) 방해자책임의 심사에서 지침에 합치되는 해석이라 하더

라도 국내법에 반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우선 독일 기본법 제
10

조 제1항(통신의 비밀 보호)이 심사되어야 한다. 통신의 비밀은 개별적 수

신자에게 정보를 무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전기통신의 교류를 통해서 국가
기관의 인지로부터 보호한다. 이 경우 이러한 보호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
라 특히 어떠한 사람과 설비 사이에 통신이 있었는지, 언제, 얼마나 자주 있
었는지에 해당하는 통신과정의 상세한 상황의 비밀도 보호된다. 이러한 원
칙은 인터넷의 접근에도 제한없이 적용된다.
-

기본법 제10조는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제3자효를 갖지 않지만
이의 가치판단은 사법상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
권법상의 방해자책임과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의무(Verkehrspflichten)의 기대가
능성에 대한 판단은 기본법 제10조의 가치판단의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저
작권법에 근거하여 민사절차에서 행해진 접속제공자에 대한 차단명령의 경우
본질적인 기본권의 향유자인, 접속제공자의 고객과 차단된 인터넷사이트의 운
영자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

-

기본법 제10조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전제되어 있지만 그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통신관계의 비밀만을 보호한다. 따라서 기본법 제10조는 통신을 방해하
고, 중단하고 어렵게 하는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는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

-

통신의 비밀의 보장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보호의무의 전환은 특히 전기통
신법 제88조(통신의 비밀)이다. 이 규정은 기본법 제10조와 밀접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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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전된 기본원칙들
은 전기통신법 제88조의 적용범위를 특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 인터넷제공물의 차단과 관련하여 판단되는 다양한 기술적 조치들이 어느 정
도까지 통신 비밀의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다.
-

주소,

IP

URL,

도메인 네임이 기본적으로 통신에 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들을 이용한 차단이 통신비밀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단되어 있
지 않다. 통신비밀의 보호영역은 통신의 내용이나 내역의 인지만을 금지하
고, 통신 그 자체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

DNS

차단은 서버에서 차단될 도메인 네임의 기입(등록)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 도메인 네임(예를 들어
할당된

www.goldesel.to)

이 관계되는 조회는

주소에서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다. 자신의

IP

인터넷브라우저 주소창에서 그 도메인 네임을 입력한 이용자는 오류 메시지
를 받게 된다. 따라서 조회한 도메인으로 통신의 단순한 방해가 있게 되며,
이것은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

동일한 근거에서
않는다.
가 없다.

주소의 차단하는 것 역시 통신비밀 보호영역을 침해하지

IP

주소의 차단의 경우 이용자는 조회한

IP

주소에 더 이상 도달할 수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더라도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더 이상 접근

IP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침범은 법적으로

DNS

차단과 달리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현실화의 개별성이 아니라 통신과정을 가치있게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 즉 통신비밀의 보호방향을 목적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IP

주소의 차단은

DNS

차단과 같이 인터넷에서 특정한 제공물과의

통신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다.
-

이에 대해서
IP

URL

차단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한 도메인이나

주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 주소 내지 하위사이트가 차단된다. 또한 여

기서 결론적으로 오로지 대상 주소와의 통신이 방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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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접속제공자가 통신의 내용을 완전히 인지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URL

은 대상서버에서 조회 받은 제공물의 위치를 표시할 뿐 아니라, 이 호

출된 데이터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특정한

URL

을 조회

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이용자의 전체 데이터 교류가 심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단은 기술적으로
mkonfiguration)

DNS

서버나 라우터의 셋팅전환(U

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프락시 서버의

설치를 요구한다. 이 서버는 전체 데이터 교류를 유도하고 필요한 분석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차단은

DNS

차단이나

주소 차단보다는 훨씬 더

IP

통신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원고도 개별적인 하위사이트나 대상 주소의
차단은 데이터 교류의 필터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

언급된 모든 조치들(DNS차단,

IP

주소 차단,

URL

차단 또는

ed2k

링크의

차단)은 본 사안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근
거로 다툼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모두 우회의 가능성도 제공하고 있다
는 점에서도 다툼이 없다. 오로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은 이러
한 우회의 가능성이 실제로 어떠한 범위에서 이용될 수 있는가이다(vgl.
G Hamburg,

GRUR-RR 2014,

140,

144

–

OL

3dl.am).

○ 텔레미디어법 제 조도 기본적으로 피고를 방해자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8

않는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는 통신망에서 전달되거나 이용을 위
한 접근을 중개하는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항).
-

하지만 이로부터 피고와 같은 접속제공자가 텔레미디어법 제8조를 통해서
이 규정의 예외 외에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 면제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점에서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2항 제2문은 접속제공자가 권
리침해를 인식한 후에 방해자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청구할 가능성을 열
어준다. 이 경우 특히 텔레미디어법 제8조를 통해서 전환된 지침
C

2000/31/E

제12조 제3항은 명백하게 다음의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

되어야 한다. 즉 법원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순수한 접속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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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를 중지하거나 저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따라
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접속제공자에 대한 청구를 기본적으로 유럽법에 합치
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텔레미디어법 제7조 및 제8조는 지침
C

제12조 제3항 및 지침

2004/48/EC

2000/31/E

제11조의 관점에서 방해자책임의 가

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와 같은 순수한 접속제공자도 기본적으로 방해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kino.to

판결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규정 중 방해자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유럽법에 합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
다. 피고와 같이 오로지 인터넷의 접근만을 중개하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판결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인터넷상의 권리침해에서 일반적으
로 접속제공자를 청구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독일법의 해석은 이제 더 이상 가
능하지 않다.

○ 서비스제공자의 조치의 기술적 가능성과 기대성에 대한 설명 및 증거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이 설명 및 증거의무는 물론 피청구인이 그러
한 점에서 부차적인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통해서 경감될 수 있다. 원
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가 기대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를 논증하지 못하였다.
-

원고의 측면에서 접근을 방해하는 기술적으로 가능성있다는 다양한 조치들
은, 이들의 다양한 적용범위와 피고 및 제3자의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법적
지위의 침해의 관점에서 구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논하는 경우 일련의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기본법 제14조의 보호 뿐 아니라

EU

기본권 헌장

제17조와도 관련된다는 점이 원고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또한 서비스의 위험성은 제공자가

대규모의 권리침해’를 해야 하지만 피고는

‘

오로지 서비스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 제한된다.
비용 없이 그리고 위험 없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의 이용을 강조한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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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입장에서 피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주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
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근과 관계되는 것보다 권리침해의 위험을 더 높이지
않는다.

○ 끝으로 피고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차단시스템의 운영은 접속제

공자의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무의 기대가능성은
청구받은 자의 어떠한 비용이 위험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에도 달려 있다.
그러한 비용은 본 사안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차단 설치와 관련
되는 피고의 기술적 경제적 부담은 공공의 이익의 보장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상응하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것이 복잡
하고, 비용이 들고, 장기간 설치되어서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만 운영되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 중개자의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원고가 상술한

DNS

차단과

IP

주소 차단 방식은 피고에게 현재의 사실의

상태와 논쟁의 상태에 의하면 적어도 행정적, 기술적 경제(재정)적인 추가비
용을 초래할 수 있다. 원고가 제시한

F

의 감정서에 따르면 최초의

AG

DNS

차단은 피고에게 계획과 설치에 경미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 조
치가 투입되기 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되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자있는 설정은 최악의 경우

DNS

조회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기존의 차단을 확대하는 데는 매우 적은 비용이 들고 운영을
위해서 경미한 위험이 관련된다고 한다.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순수한 인터넷 접속 중개자도 기본적으로 방해자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유럽사법재판소의

kino.to

사건에

관한 판결의 견해와 같이 한다. 하지만 접속 중개자가 방해자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점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대되는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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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차단이다.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통신을 감시해서는 안 된
다는 전제에서 구체적으로

DNS

차단,

IP

주소 차단,

URL

차단 그리고 필터

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그 동안 독일 하급심 판결에서
접속 중개자에 대해서는 차단의무를 허용하지 않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하
지만 기존의 하급심 판례와는 달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상세하게 다
루면서 유럽법에 합치하도록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 독일의 접속 중개자의 사이트 차단의무는 아직 최고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
이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기대된다.

※ 참고문헌

판결문 전문 : http://www.justiz.nrw.de/nrwe/olgs/koeln/j2014/6_U_192_11_Urteil_20140718.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OLG-Koeln-Provider-nicht-zu-Netzsperren-gECen-wide
rrechtliche-Angebote-verpflichtet-2292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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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연방정부, 디지털 아젠다

2014-2017

연방정부는 ‘디지털 아젠다

2014-2017’

결정

(‘14. 8. 20)

개요

☐

○ 독일
2014

-

년

8

월

20

(Digitale

Agend

2014-2017)

를

일 연방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 디지털 아젠다는 연방경제부 장관, 연방내무부 장관,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장관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안한 것이다.

-

독일은 디지털 아젠다의 이행으로

EU

와 세계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견고한

입장을 갖고자 한다. 글로벌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 공개적이고 안전하고 자
유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보호하고 정보와 사회 과정
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디지털 아젠다의 전환을 위한 첫 성과와
월

10

일 다음

21

IT

IT

정상회담의 새로운 계획은

년

2014

정상이 열리는 함부르크에서 소개된다.

☐ 목적

○ 디지털 아젠다는 다음
-

가지 핵심 목적을 추구한다.

3

더 많은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독일의 혁신의 잠재성을 더욱 강력하게
개발할 것.

-

독일 전 지역에 고속망의 구축을 지원하고 통신망의 접근과 참여를 개선하
기 위하여 모든 세대에게 디지털 미디어 능력을 촉진할 것.

-

사회와 경제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신뢰와 안전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IT

시스템과 서비스의 안전과 보호를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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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젠다 원칙

☐

○ 디지털 아젠더의 목적을 달성하고

7

가지 행동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 조치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첫째, 디지털화는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

둘째, 디지털 세계의 가치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

셋째, 디지털 전환은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형성해야 한다.

-

넷째, 디지털 아젠더의 전환은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의미하므로 사회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가

IT

정상의 설립과 연방정부

에 디지털 아젠더 운영자 그룹을 둔다.
<참고> 디지털 아젠다의 7가지 행동영역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고용
③ 혁신 국가
④ 사회에서 디지털 생활 세계의 형성
⑤ 교육, 연구, 경제, 문화, 미디어
⑥ 사회와 경제를 위한 안전, 보호, 신뢰
⑦ 유럽 및 국제적 차원의 디지털 아젠다

디지털 아젠다 전환 조치의 내용

☐

○

디지털 인프라) 빠른 인터넷 접속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지역에서 초당

(

50

메가바이트의 다운로드 속도를 가진 인터넷 접속을

2018

년까지 독일 전

지역에 보급할 것이다.
-

효율적인 기술 융합 수단으로 전 지역에 광대역 인프라가 구축되어 디지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이동성이 좋은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지원을 받아 의료서비스의 질과 경제성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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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을 개발하고자 한다.

○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노동) 독일 경제에 직면한 빅데이터, 스마트 데이터,

(

스마트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 접속,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적 미디어와 같은
변화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지침 표준을 만든다.
-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신생

IT

기업

들에게 특별한 후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연방경제성에 ‘신생 디지털 경제’가
증축될 것이다.
-

또한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 투명성, 데이터보호 및 데이터 안정 그리고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적인 질서체계를 마련한다.

-

디지털 기술의 고용과 노동시장, 건강보호, 기업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고용을 위한 해결원칙을 개발하며 에너지 소비
와 그린

○

IT

을 촉진하도록 한다.

혁신 국가) 국가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데이터를 간편하고 신뢰성 있게 제

(

공한다.
-

행정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은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한다.

-

국가의

-

행정정부 통신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IT

의 자율성과 활동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생활 세계의 형성) 연방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

(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확대한다.

○

교육, 연구, 경제, 문화, 미디어) 핵심적인 영역으로 국가는 교육, 학문, 인

(

프라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운영을 위한 기본조건을 마련한다.

○

·

사회 경제를 위한 안전, 보호, 신뢰)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의 역할을 강

(

화하고 국가 사이버 방어센터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관의 협력을
개선한다.

- 34 -

인터넷 법제동향

-

사이버 범죄, 사이버산업스파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경찰의 권한을 강화한다.

-

테러리스트나 극렬주의자의 통신유형이나 활동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도 강화한다.

○

유럽 및 국제적 차원의 디지털 아젠다) 의견의 다양성, 참여, 혁신, 경제성장과

(

노동을 위한 동력으로서 공개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글로벌 통신망을 위한
규정과 기본조건이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

인터넷 거버넌스의 기본 문제로 주요 인터넷 자원의 위임과 상호조정과 같은
문제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결정하고 독일은 긴밀하게 협력 한다.

-

기본권과 자유권을 디지털 영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국제법을 제정하고 세계적인 통신망에 민주적인 참여를 위한 기회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개발도상국 원조에 있어서 사이버 안전 능력 구축(Cyber
Building)

Security

Capacity

등 디지털화를 촉진하도록 정한다.

평가 및 전망

☐

○

(I T

업체) 연방정부의 디지털 아젠더에 대해서

IT

업체들은 긍적적으로 평가

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광대역망 구축에 드는 비용을 요청하고 있다.

○

(

6)

야당) 좌파정당인 링케는 광대역망, 공개 무선랜 운영자의 방해자책임, 좋

은 노동조건, 저작권,

IT

안전 및 데이터보호 등 핵심적인 주제들이 애매하

게 표현되어 있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녹색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전문가들의 입장에 후퇴하고 있으며, 디지털

6)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Digitale-Agenda-der-Regierung-ruft-Lob-Tadel-und-Enttaeuschu
ng-hervor-2297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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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핵심적인 관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정보기관의 인
터넷감시 스캔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

해적당도 정부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네트워크는 이용자
의 입장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국가의 감독이나 기업에 의한 통제는 금지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 독일 시민 단체인

“

디지털 사회(Digitale

아젠더를 비판하면서

7

Gesellschaft)”

는 연방정부의 디지털

가지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7)

그 밖에 디지털

아젠다는 연방정부 주도로 집중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과 디지털 아젠다는
8)

연방내무성 장관이 발표한 네트워크 정책의
내용이 훨씬 뒤쳐져 있다는 비판

10)

-

14

2010

년

9

월

가지 테제 와 비교하여 그
9)

등을 받고 있다.

디지털 사회가 제시한

7

하여 사생활 보호,

보안과 관련하여 오픈 소를 촉진하는 분산화, 데이터

IT

가지 대안들은 감시기관 및 정보기관의 활동과 관련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의 데이터 수집 열광의 저지와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강화, 무선랜의 방해자 책임과 관련하여 공개 무선랜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제공자에 대한 면책, 저작권과 관련하여 레믹스의 권리 도입 및 오픈 라이
선스 강화,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차별없는 인터넷의 유지 및 특별 서비스의
명확한 규정, 광대역망과 관련하여 신속한 네트워크 및 국가의 배려의무 강
화 등이다.

7)

https://digitalegesellschaft.de/2014/08/digitale-agenda-digiges/.

8)
http://www.heise.de/netze/meldung/Kommentar-Die-digitale-Agenda-darf-kein-zentralistisches-Monster-w
erden-2299648.html.
9)

http://www.bmi.bund.de/cae/servlet/contentblob/1099988/publicationFile/88667/thesen_netzpolitik.pdf.

10)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Kommentar-zur-Digitalen-Agenda-Gestern-war-die-Zukunft-naeher23005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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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연방정부의 디지털 아젠더 전체 내용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Publikationen/digitale-agenda-2014-2017,property=
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http://www.bmwi.de/DE/Presse/pressemitteilungen,did=650274.html
http://www.bmwi.de/DE/Themen/Digitale-Welt/digitale-agenda.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Digitale-Agenda-Bundesregierung-legt-Pflichtenheft-f
uer-die-digitale-Gesellschaft-vor-2296280.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Digitale-Agenda-der-Regierung-ruft-Lob-Tadel-und-E
nttaeuschung-hervor-2297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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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 데이터보호법 준수를 위한 빅데이터 관련
4

보고서 발표

(‘14. 7. 28)

□ 개요
○ 영국 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월

7

일

28

은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빅데이터와 데이터보호(Big

“

Data

and

Data

protection)”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발생

-

할 수 있는 문제점, 빅데이터 분석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년 제정된

의 준수를 위해 사업자들이 취해야

DPA)

할 조치들이 무엇인지 등을 차례로 다루고 있다.

□ 배경 및 경과
○ 영국 국내뿐만 아니라

,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성행

하고 있다.
-

사업자들은 널리 퍼져있는 개인정보들을 모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이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객들 및 잠재적 고객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업자들로 하여금 고객의 개별적 특징에 맞춘 개별화
(personalisation)

를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는 긍정적인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 그러나

,

실제로는 개인정보의 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정적인 문

제들이 나타난다.
-

Brilliant

Data

의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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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엇을 왜 검색했는지 등과 같은 고객의 웹 활동 로그 수집 에이전시의
사례를 인용하며,

사업자들이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한다는 명분으로 고

“

객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고객들은 이러한 데이터축적
aggregating)

-

(Data

사업자들에게 개인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침해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에게 개인들의 소비행태와 웹 브라우징 기록들을 판매하는
데이터브로커)들의 활동에 관하여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Data broker”(

※ 예건대 Acxicom과 같은 회사는 현재 전세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보
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고객당 약 1,500가지 항목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데이터브로커들이 보유한 정보는 명단(list) 단위로 거래되는데 미국하원에서 밝힌
바로는 성범죄피해자, 치매를 앓고 있는 연금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정
질병을 앓는 사람들과 그들의 약 처방내역, 경찰공무원의 자택주소록 등이 포함되어있
다고 한다.
-

사업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여 최고개인정보담당관
(Chief

privacy

officers)

과 최고데이터담당관

(Chief

data

officers)

을 두고 있

는 추세지만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ICO

는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미준수로 인한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비해 현저
하게 낮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

의 부국장(Deputy

ICO

은 새로운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이 정보

Commissioner)

보호에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강력한 빅데이터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사업자들이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
데이터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경고한 것이라 보인다.

□ 주요내용
○ 정의 빅데이터에
(

)

축적된 정보의 규모에 해당하는 양(Volume), 보유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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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범위의 다양화

(variety),

정보가 분석되는 속도(Velocity)의

“3V”

로 정의

하고 있다.
-

빅데이터는 양과 관련하여 거대한 데이터세트를 활용하고,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모으며, 속도와 관련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
석한다고 설명한다.
※ 리서치 및 컨설팅회사인 Gartner社의 경우 빅데이터를 “다량(high-volume) 고속(high-v
elocity)의, 다양성(high-variety)을 갖춘, 더 나은 이해와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 효율적·
혁신적인 정보처리방식을 필요로 하는 정보재”로 정의했다.
※ McKinsey社의 경우 “빅데이터는 정보를 포착·저장·관리·분석하기 위한 통상의 데이터베
이스 소프트웨어 툴의 능력을 뛰어넘는 크기의 데이터세트를 가르킨다”고 하며, “개념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그래야만 해당 데이터세트가 얼마나 커야 빅데이터로 여겨질 수 있
는지에 대한 유동적인 정의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빅데이터로 여겨질 수 있는 데이터세트의 크기가 계속 커질 것”이라 보았다.

○
-

(

분류) 빅데이터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데이터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인격적(non
날씨정보

②

데이터로

①기후와

소셜 미디어나 고객카드, 임상실험 등을 통해 얻은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

personal)

③익명처리

되어 이용되는 개인정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익명화(anonymised)된 개인정보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익명처리되어 이용되
는 경우 법률적인 의미에서 개인정보로 분류되지 않는다.

※

ICO는 익명화된 정보 역시 개인을 특정하여 식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등 이러한
‘익명화’ 개념이 애매모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특정인을 식별(identity revelation)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

원칙) 공정성의 원칙, 합법성과 부가적 처리의 합목적성 원칙, 목적 충분성

원칙을 체계적으로 나열하여 각 항목이 빅데이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

공정성의 원칙은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투명해야함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련이 있다.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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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보활용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왜 이용하는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그들의 합리적인 예상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광범위하게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참조> 데이터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정한’ 정보처리의 조건
1) 동의 (consent)가 확실한 경우
Ÿ 정보의 처리가 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명확히 표현
되어야 한다. 이때 동의는 자발적인(voluntary) 것이어야 하며, 특정된(specific) 것이고,
정보제공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은 것(informed)이어야 한다.
Ÿ

빅데이터의 정보는 개인에 의해 직접 제공된 것이기보다는 관찰, 유도, 유추를 통해 얻
어진 것에 더욱 의존하는 추세인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Ÿ

사업자들은 정보가 원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를 해당 개인에게 알려
야 하며,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정보처리가 원래의 목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의하는 경우에도 그 외의 선택지가 주어지
지 않거나, 원할 때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동의는 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정보활용이 계약이행 (performance of a contract)에 필요한 경우
Ÿ 정보의 처리가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일
방으로 참여하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필
요하다”는 요건은 빅데이터 본질에서 단순 제품 매매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범
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3) 정보관리자 또는 제3자가 정보 이용에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가지는 경우
Ÿ 정보의 처리가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타겟 마케팅, 사기 방지, 서
비스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서와 같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그러한 이해관계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 잡힌 정보
활용을 추구하여야 한다.
-

합법성과 부가적 처리의 합목적성 원칙은 두가지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
한다. 빅데이터 분석이 정보수집의 목적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부가적인 처리 또는 향후 처리가 정보수집의 원래 목적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정보처리의 합법성은 첫 번째 ‘공정성의 원칙’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따라 확립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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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빅데이터 분석은 정보보호법에 저촉
되는 것이다. 전용되는(re-purposing) 개인정보의 경우 일정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가 후에 이를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분석할 경우(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
다.
-

목적 충분성 원칙은 빅데이터 분석이 그 목적에 충분하고(adequate), 연관
(relevant) 있으며 과도한 것이 아니어야(not excessive) 한다는 것으로 정보
를 기간보다 더 길게 보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들은 그들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 그러나 빅데이터의 주요한 특징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연구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정보의 활
용이 그 목표와의 빅데이터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빅데
이터 분석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정보가 앞으로
어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줄지를 어느 정도 예측
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
○

Clyde
aret

&

CO

의 분쟁조정그룹(Dispute

Tofalides

는

Dataguidance

Resolution

와의 인터뷰에서

Group)

의 파트너인

Marg

가 단순히 빅데이터의

“IOC

복잡성만을 이유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정보보호원칙의 적용범위에서 이를
제외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면서

“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강조는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지만 해당보고서는 현실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
다”며 투명성·공정성과 같은 목표들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결국 업
계의 몫이라고 평가하였다.
-

한편 그러한 원칙들이 오늘날 정보의 엄청난 양, 형식, 다양성을 상상할 수
도 없었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많은 사업자들이 정보
보호의무를 엄격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빅
데이터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 영역에서 그러한 엄격한 원칙들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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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사업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의 증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

IOC

정책전달국장

Steve

wood

는

“

정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관리자로 여

겨지는 것은 사업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다.
-

보고서 역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처리가 기술 진보의
걸림돌로 여겨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증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자극제로 여겨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유명사업자들에 의한 윤리적 접근의 채택이 사생활의 보호를 시장에서 일종의
브랜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이며, 이러한 윤리적인 접근은 정
보보호원칙들에 부합하는 분석을 정착시키는 것에 일조할 것이라 기대한다.

-

또한 데이터보호법 준수 시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사업자들은 혁신적인 방식의 고안을 통해 고객들에게
그들이 빅데이터를 통한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n
r=68391&pos=0&anz=1
http://www.internet-law.de/2014/03/oesterreich-forenbetreiber-muss-nutzerdaten-herausgeben.
html
http://www.lto.de/recht/hintergruende/h/bgh-urteil-vi-zr345-13-auskunftsanspruch-bewertungs
portal-an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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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최고법원,

5

의 인터넷차단의무 있다고 판결

AP

□ 개요
○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인터넷 접속제공자

(Access Provider,

(‘14. 7. 23)

이하

는 자신

AP)

의 고객이 권리침해가 주장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접속을 차단해
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최고법원의 판결은

kino.to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

소의 선결판결 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1)

□ 사실 관계 및 진행 과정
○ 원고 독일 영화제작사인
(

)

a

는

“Wickie

und

die

Constantin

starken

과 오스트리아 영화제작사인

Film

Männer”,

과

“Pandorum”

weiße

Band”

kino.to

웹사이

“Das

라는 영화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이들 원고는 자신의 영화가

Weg

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단말기에 무료로 제공되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중개자에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81조 제1a항을
근거로

인 피고

AP

에게 자신들의 고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웹사

UPC Telekabel

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kino.to (www.kino.to)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4백만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독일어권
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트리밍 영화 포털이었으나 불법 복제한 영화, TV 드라마, 다큐
멘터리 등의 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료로 이득을 취하여 사이
트 운영자 및 관련자들이 영리 목적의 저작권침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행위(독일 저작
권법 제108a조)로 독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1)

Urteil vom 27. 3. 2014, C-314/12. 이 판결의 내용과 간단한 평석에 대해서는 박희영, 인터넷접속제
공자의 사이트 차단 의무 인정,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4.5, 1-10 참조.

E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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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 제81조 제1항 및 제1a항
제1항 : 이 법률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그러한 침해를 제공한 자에게

Ÿ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의 소유자도 자신의 기업의 운영으로 종업원 또는
위탁자에 의해서 그러한 침해가 행해지거나 하도록 한 경우에도 소가 제기될 수 있다.

Ÿ

제1a항 :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하게 한 자가 중개자의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금지 청구의 소를 당할 수 있다. 만일 이 자에게
전자상거래 지침에 의한 책임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촉 이후에 금지 청구를
당할 수 있다.

○

(

피고) 오스트리아의 최대

인 피고

UPC

Telekabel

의

DNS

차단과 웹사이트의

AP

이트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kino.to

Wien

은 이용자의 웹사
IP

주소 차단

과 같은 특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원고로부터 요청받았으나 거부하였다.
피고는

-

kino.to

의 저작권 침해는 자신의 인터넷 접속 중개와는 관련이 없고

원고가 주장한
DNS

차단과

IP

kino.to

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금지와 구체적인 조치들인

주소 차단은 우회의 가능성이 있어서 효과가 없을 뿐 아니

라,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1

심법원)

1

심법원은

2011

년

5

월

13

일 피고

UPC

Telekabel

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

kino.to

의

DNS

이용자들이
IP

차단과 현재 또는 장래에 할당되는

kino.to

IP

주소 차단을 통해서

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DNS

차단이나

주소 차단은 상당한 비용 없이도 가능하지만 매우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kino.to

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2011

년

10

월

27

트 차단 조치는 피고에게 부당하다며
-

일

1

1

심법원이 피고에게 요구한 사이

심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고등법원은 중개자에게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81조 제1a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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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저작권 지침(이하 ‘지침’) 제8조 제3항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부당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을 허
용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처분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저작권보호의 관점에서 결과를 더 이상 발생시
키지 않을 의무만 이들에게 부과된다고 하였다.

※ 저작인접권(著作隣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
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
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
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따라서 피고는 자신들의 고객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 경우 그가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여 적용할 것인가
는 자유라고 결정하였다. 즉 고등법원은 피고가 취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참조> EU 지침

※
Ÿ

정보사회 저작권 제8조 (벌칙 및 구제)
3. 회원국들은 제3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중개인들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
여야 한다.

○

(

대법원)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상고(피고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할 것

을 주장)를 근거로

2012

년

5

월

11

일

EU

지침 제8조 제3항을 국내법으로 전

환한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81조 제1a항의 해석은
로 하므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

4

EU

지침의 해석을 전제

가지 사항을 선결판단해 주도록 유

럽사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

①

EU

지침 제8조 제3항에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호대상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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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접근하게 한 자(제3조 제2항)는 이 보호대상에 접근하는 자들의 인터
넷 접속 중개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만일
(b)

①과

같은 해석이 부정된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5조 제2항

호)와 일시적·부수적 복제(제5조 제1항)는 복제물이 정당하게 복제,

처리되거나 공중의 접근이 가능해진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
-

③ ①

또는

②가

긍정되어 법원이 접속 중개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도록(즉
구체적인 조치의 명령 없이) 접속중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럽연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④ ③이

부정된다면, 자신의 이용자들이 위법한 내용을 가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접속 중개자에게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지만,
만일 이 조치들이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특별한 기술적인 인식이 없더라도
쉽게 우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조치들이

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EU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주요 내용
○ 법원의 판단은 법에 근거한 기본권들을 보호하고 있다
EU

.

즉 법원이

에

AP

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보호대상이 온라인에서 접근될 수 있게 한 웹사
이트에

AP

의 고객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그 명령

에는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가 기대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명령 위반으로 받을 제재(강제벌)로부터 언
제 벗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EU

기본권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
우선 취해진 조치들은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정

-

보에 대한 접근을 획득할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박탈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
다.
-

둘째, 보호저작물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저지하거나 적어도 어렵게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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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명령수범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이용자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그들에게 접근되고 있는 보호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
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회원국의 기관과 법원에서 심사되
어야 한다.
※ 결과금지의 수범자는 제재부과에 대한 판단 이전에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를 취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주장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 접속중개자의 고객도 결과금지를 근거로 제공자가 취한 조치들이 알려지는 즉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이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판단 이후 대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상소를 종결하기
위해서 이 선결판단과 이의 효과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야한다.

-

피고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는 오늘 날 오스트리아의 법적 상황에 따르면
결과금지를 배제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제공자는 자신의 차단조치가 효과
가 없으며, 그 밖의 조치의 기대성은 (집행법 제355조) 강제벌의 부과 이전
이 아니라, 이의 제기의 소를 통하여 그 이후에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다
른 한편, 제공자의 고객은 특정한 차단조치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서 주장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의 제기소는 정지의 소와 함께 충분한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고 주
장하였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공자는 집행법 제358조 제2항을 유추하여 이미 집행허가(부여)
절차에서 근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결과금지에 대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집행벌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공자의 고객은 자신의 권리
를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자에 대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한다.

□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판결에 근거하여 인터넷에서 위법하게 보호대상을 이용
하게 한 제공자는,

EU

정보사회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의 인터넷접속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을 통해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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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이용되는 내용의 복제가 위법한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 본 사안의 웹사이트는

,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에게 대규모로 보호 영화

저작물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차단은 유럽사법
재판소가 강조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

에 대해서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AP

수 있다는 데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 지침 제8조 제3항은 오스트리아 저작
권법 제81조 제1a항으로 전환하여 원고는 피고 제공자에 대해서 금지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

선결판단에 의해서,

가 이 웹사이트에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서 판결

AP

이전에 제재벌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결과금지의 허용에 대한 그 밖의 조건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의 고객도, 결과금지를 이유로 제공자가 취한 조치들이 알려
지는 즉시, 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을 법원에 대해서 주장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 따라서 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으로 선고한 결과금지는 유럽법의 근거와 모
순되지 않는다. 불복된 결정은 증명되어야 한다. 이 판결을 근거로 하는 고
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웹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호대상에 접근이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의 접속 제공자에게 자신의 고객이 이 웹사이트에 접근을 중개하는 것이 금
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정당한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저지될 수 있
는 경우에는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들은 명령될 수 없다.

-

집행법 제355조에 의한 집행의 경우에 제공자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대
가능한 모든조치를 취하였다고 이의 제기의 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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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제기된 경우 집행절차는 연기될 수 있다.

□ 평가 및 전망
○ 최고법원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의

kino.to

사건에 대한 선결판단에 따라

원래의 소송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보호대상에 접근을
제공하는 접속 제공자의 고객을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한 하급심 법원
의 차단명령을 확인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협회(ISPA)는 검열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
다. 즉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하
였다. 차단요청의 내용적 정당성은 우선 접속 제공자가 강제벌로 유책판단
을 받은 후 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될 수 있어서 법적 구
제가 시기적으로 늦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최고법원은 웹사이트 차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앞
으로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판결문 전문 : http://www.ris.bka.gv.at/Dokumente/Justiz/JJT_20140624_OGH0002_0040OB00071
_14S0000_000/JJT_20140624_OGH0002_0040OB00071_14S0000_000.pdf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Websperren-Urteil-wegen-Kino-to-Oesterreichisches-U
rteil-macht-Provider-ratlos-2265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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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인터넷
법제동향」 제 호 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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