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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정부발의, 2014. 12. 29.)
(장병완 의원대표발의, 2014. 12. 29.)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 자 제공에 동의하지
3

아니한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1천만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

이에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
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규정을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제3항
제2호의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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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의,

2014.

12.

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종전에 국가기관 등이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신청이나 그 밖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전자문서

법령상의 신고

중계자 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업종의 특성상 장기 휴업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하는 통신과금(
의

1년

通信課金 서비스제공자
)

이상 휴업을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보완하려는 것임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장병완 의원대표발의,

2014.

12.

29.

제안이유

○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불법정보는 매년 폭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는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
법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규제
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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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발의

,

2014.

12.

29.

제안이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
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
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ㆍ보완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본인확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권조정절차 등) (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

14
-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
았다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게재
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
차에 회부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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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직권조정결정을 하도록 함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결정과 동

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

-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조정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
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고,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0)
-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하
며,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의 제시를 받은 당사자가
5일

1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4조의13 신설)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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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소관 상임위원회

:

12.

9.)

12.

22.)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조사 성적 평
,

,

가, 입학자 선발, 채용 등의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열람

·

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감사 조사 업무, 성적 평가, 입학자 선발,
채용 등의 업무는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기에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
제한은 타당성이 있으나, 최소 침해의 원칙 상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
쳐야 함. 하지만 현행법은 열람권의 제한 요건을 한정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한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
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이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용이하게 파악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

·

이에 감사 조사와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라도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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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2.

제안이유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
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
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회를 두고 있는데, 분쟁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뿐 만 아
니라 민간인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

가벼워 공정성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주요내용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

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깨끗
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호 신설)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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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3

소관 상임위원회

:

12.

9.)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 현대에서

전기통신에 의한 의사소통이 일반화되고, 그 만큼 범죄에 전기통

신이 이용되는 경향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전기통신의 범죄 이용 증가는 국가 수사권이 전기통신에 대한 개입
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더욱이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통신제한조치

,

·

·

압수 수색 검증을 집

행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장기간 공소 관련 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에 관련된 국
민은 무한정 자신의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보호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됨

주요내용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하면 그 집행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수사기관이 집행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되,

·

·

·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
우에는

※ 출처

:

1년까지

국회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3조의3)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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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 2014.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0.)

소관 상임위원회

:

12.2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

주민번

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동의 없이 수사
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의 소지가 있
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의 문제가 있음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 또는 위탁받거나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
실 확인자료 제공, 압수 수색 등의 집행 현황에 대한 통계가 일반에 공개되
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
를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3조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

2014.

제안 경위 및 제안이유

○

(

제안경위)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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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 경위
v 2012년 9월 4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안,

2012년 9월 25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안

및 2013년 1월 21일 강동원의원이 대표발의안은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 6. 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v 2013년 12월 20일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2
회 국회(임시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4. 2. 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v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4. 11. 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
을 병합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v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4. 12. 3.)에서는 법률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

-

제안이유)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
액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일명 ‘빌 쇼크 방지법’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는 이동통신사가 초과요금에 대한 사전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 규
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 요금한도 초과 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법률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설비 등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거나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그 설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른 설비의 훼손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설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그 밖에 시설관리기관이 설비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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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설비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됨 (안 제35조제4항)

○ 설비 등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그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함 (안 제35조제4항)

○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공중케이블정

·

비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비용을 분담하여야 함 (안 제35조의2제1항

·

제2항 제3항)

○ 설비등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에 시설관리기관을 포함함

(안

제92조제1항)

○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04조제5항)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인구
CD

국가 중

10만명당

1위를

자살인원(이하 ‘자살률’)은

유지하고 있으며,

’12년의

명1)으로 자살률 최저국가인 그리스의

’11년

’03년

이후

10년째 OE

경우 우리나라 자살률은

자살률

3.1명2)에

비해

28.1

9배를

상

회하고 있음
-

특히,

∼

10대

30대

국민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중

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

1) 출처 통계청
2) 출처 OECD 헬스데이터
- 10 -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

인터넷 법제동향
-

더불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실제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25

배 이상 높아3) 자살시도징후가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구호조치
가 필요함

○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나 사진
과 같은 자살시도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자살 관련

112

대한 신고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에 게시된 자살시도정보에

2013년 470건에서 2014년

상반기에만

4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전화, 편지,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살을 예고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에 자살시도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아이디나 닉네임 정
도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

○ 따라서 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법
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국
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만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자살시도정보 게시자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지 않음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인터넷상 자살시도정보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경찰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살시도정보 게시자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 관련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을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3) 보건복지부 자살 사망자 통계 조사 결과 : ’07~’11년간 자살시도자 8,848명 중 자살 재시도로 자살한 사람
236명으로 10만명당 700여명 수준으로서 일반인의 자살률 28.1명에 비해 25배에 달함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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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0.

제안이유

○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유사한 시기
에 담합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를 억제하는 문제점을 보여 왔음. 한편, 사전적 인
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체적인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주요내용

○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와 연계한 사후 규
제를 도입하며, 경쟁제한적인 부당한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8조, 제50조제1항 등)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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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인터넷 법제동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5

소관 상임위원회

:

1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

책임은 선원과 승무원들의 책임방기,

해경과 정부의 조기 대응 실패, 그리고

3차

2차

책임은

책임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전

원 구조됐다’는 허위보도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언론보도임. 그 외

․축소․왜곡보도가

에도 다수의 허위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방송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시청률 경
쟁을 위해 사건 현장의 자극적 장면이나 선정적인 보도에만 집중하고 심층
적인 분석보도는 전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도
마련되지 않은 언론이 많았고, 있다 해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교육
도 없었음. 오보,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
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
한 법ž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주요내용

○

·

재난 재해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등 법률체계를 정비함(안 제2
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재난방송 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하고, 자극적인 장면 및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며, 주요방송사
업자에 대해 정기적 재난보도관련 교육 실시와 재난보도준칙 시행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함(안 제40조의3 신설)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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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6

소관 상임위원회

:

2014.

12.

2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현재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바,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사항을 되풀이하는 경우
이를 가중하여 제재할 수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왔음

주요내용

○ 악의적인 심의규정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사유로 일정 횟수 이상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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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7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인구
국가 중

CD

10만명당

1위를

자살인원(이하 ‘자살률’)은

유지하고 있으며,

’12년의

명4)으로 자살률 최저국가인 그리스의

’11년

’03년

이후

10년째 OE

경우 우리나라 자살률은

자살률

3.1명5)에

비해

28.1

9배를

상

회하고 있음
-

특히,

∼

10대

30대

국민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

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
-

더불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실제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25

배 이상 높아6) 자살시도징후가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구호조치
가 필요함

○ 한편

,

경찰은

2013년 50,424건의

자살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

며 그중 자살기도자 생명구호를 위해 위치기반시스템(LBS)을 이용하여
88건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고,

전년도의

90%에

해당하는

44,334건의

하면서 생명구호를 위해 전년도보다

자살 관련

100%

증가한

112

2014년에는

12,9

상반기에만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

24,276건의

휴대폰 위치정

보를 확인한 바 있음

○ 이처럼 자살기도자를 신속하게 구호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폰 위치정보 확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에는 자살기도자 또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을 암시하는 정보를 게시한 사
,

4) 출처 통계청
5) 출처 OECD 헬스데이터
6) 보건복지부 자살 사망자 통계 조사 결과 : ’07~’11년간 자살시도자 8,848명 중 자살 재시도로 자살한 사람
236명으로 10만명당 700여명 수준으로서 일반인의 자살률 28.1명에 비해 25배에 달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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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하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
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주요내용

○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① 본인이 직접
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본인의 위치정보 ② 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목격자의 동의 필요 목격자의 위치정보 ③ 제 자가 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구조 받을 사람의 위치정보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 확인 후 ④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
,

(

)

3

(

)

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임

○ 본 개정안은 자살기도자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에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 구호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 관련 보다 많은 국민의 생
명을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4
호 신설)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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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8

소관 상임위원회

:

2014.

12.

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전파법」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국
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다음과 같이 용어를 변경함
현
행
“공중선”
“공중선전력”
“송신공중선(送信空中線)”
“케이블반송설비”
“나선반송설비”

※ 출처

:

국회

개 정 안

“안테나”
“안테나공급전력”
“송신안테나”
“케이블전송설비”
“나선전송설비”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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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
(정부발의, 2014. 12. 30.)

9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하도록
,

하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선

주요내용

○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절차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

․확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

․분석하여

,

매년 기본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6항 신설)

○

(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부는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관리하는 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

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시책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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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의 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
나 재구축하는 경우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안 제47조)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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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1.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이행에 관한 업데이트
1

사항 발표

(2014. 12. 5.)

개요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gy,

이하

NIST)는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개선에 관한 프레임워크(the

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워크)의 이행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하였다(2014.

F

이하 프레임

12. 5. ).

배경 및 경과

○

2013년

미국은 ‘이즈 에딘 알 카삼(Cyber

Fighters of Izz ad-Din al-Qassm)’

이라는 단체의 공격으로 인한 금융권 전산망 무력화, 어도비(Adobe)의 대량
데이터 유출 사건 및 시리아 전자군대(Syrian

Electronic Army)의

뉴욕 타임

즈 사건 등 다수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다.

○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
명령(Improving
6 호 )을
-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Executive Order, 1363

지시하였고(2013.

2. 12.),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내의 우려가 높아지게 되자 위 행정명령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2014.

-

2.).

이 프레임워크는 금융, 에너지, 보건 등 핵심 기반시설 사이버 보안의 개선
을 위한 것으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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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번 동 프레임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는 지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워크숍(the
p)의

피드백 및

8월 26일

련한 정보요청(Request

6

th

10월 29일~30일

열린 제6차

Cybersecurity Framework Worksho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개선 프레임워크와 관

For Information)에

대한 답변에 기초한 것이다.

[참고]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개선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ⅰ) 프레임워크 코어(Framework Core)
주요 기반시설 부문에 걸쳐 공통적인 일련의 사이버보안 행위, 추구하는 결과
의미
및 적용 가능한 기준, 가이드라인 및 관행
a) 인지(identify): 인지란 시스템, 자산, 데이터, 역량과 관련한 사이버보안 위
험을 다루는 조직적 이해 단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산관리(Asset Man
agement), 사업 환경(Business Environment), 운영(Governance),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및 위험평가전략(Risk Management Strategy) 등이 포함
됨
b) 보호(protect): 주요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
치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인식 및 훈련(Awareness and Training), 데이터 보안(Data Securit
y), 정보 보호 과정 및 절차(Information Protection Processes and Proced
사이버
보안대응
절차

ures) 유지(Maintenance) 및 보호기술(Protective Technology) 등이 포함됨
c) 탐지(detect):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을 식별해내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보안의 지속적
감시(Security Continuous Monitoring 및 탐지 과정(Detection Processes)이
포함됨
d) 대응(respond): 탐지된 사이버보안 사건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적
절한 활동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응 계
획(Response Planning), 통신(Communications), 분석(Analysis), 완화(Mitiga
tion) 및 개선(Improvements) 등이 포함됨
e) 복구(recover): 이는 사이버보안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기능의 복구 및 주
요 기반시설 서비스의 복구를 위한 활동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
하며 여기에는 복구 계획(Recovery Planning), 개선(Improvements) 및 통신
(Communications)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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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레임워크 구현(Framework Implementation Tiers)
프레임워크 구현은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관리하는 상황, 조직을 위협
의미

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 법률 및 규제 요건 등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임
a) 부분적 적용 단계(Tier 1: Partial): 사이버보안 관련 위험에 대한 즉각적 및
사후적 대응 및 비정기적인 위험관리의 실시
b) 위험정보 활용단계(Tier 2: Risk-Informed): 조직 내 일부 영역에 대해 사이
버보안 위험관리 과정을 도입
c) 위험정보 활용 및 반복 단계(Tier 3: Risk-Informed and Repeatable): 조직

절차

의 위험관리 과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조직 내 광범위하게 시
행
d) 적응 단계(Tier 4: Adaptive): 사이버보안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예측
지표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과정의 지속적 향상을 추구
ⅲ) 프레임워크 프로파일(Framework Profile)
프레임워크 프로파일 부분에서는 조직이 현재 수행중인 사이버보안 활동의
의미

현 상태와 목표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 방안

모색함
a) 프레임워크 적용 우선순위 및 범위 설정(prioritize and scope)
b) 프레임워크 적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자산규정 등 파악(Orient)
c) 현재 상태에 관한 프로파일 작성(Create a Current Profile)
d) 위험 요인 평가(Conduct a Risk Assessment)
e) 목표 프로파일 작성(Create a Target Profile)
f) 격차 도출과 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Determine, Analyze and Prioritize Gaps)
g) 액션 플랜 시행을 거치는 프레임워크 적용(Implement Action Plan)

평가

○ 기존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NIST가

발표한 동 프레임워크

는 민간 영역에서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확실한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도 인
정받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바 있다.

○

(

긍정) 이번 프레임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

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주요 기반시설 부문 사이에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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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들은 프레임워크의 내용, 특히 프레임워크 코어에서 제시하고 있
는 공통 관행 부분이 기업 내, 기업 간 그리고 부문의 다른 기관 내 및 기
관 간의 기대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
다.

○

(

부정적) 대부분 기업 운영에 있어 동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으

나, 일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거리끼고 있다. 특히 프레임워크가 제
시하는 프레임워크 구현 부분이 가장 저조하게 사용된다.
-

이는 프레임워크가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은 프레임워크를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 이행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실제 상황에서의 프레임워크 구현 부분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은 프레임워크를 규제적 장
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보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NIST는

현재 버전의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모든 사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
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

그러나 빠른 시일 내로 프레임워크 구현 부분에 대한 지침 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

이에 더불어

NIST는

관련 규제 기관에 대하여 프레임워크의 자발적 성격에

대해 보다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프레임워크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해달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역시 인지하였음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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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상원, 연방정보 보안 현대화 법안 통과

(2014.12. 8.)

개요

○ 미국 상원은 연방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다루는 연방 정보 보안 현대
화법안(the
번호

S. 2521,

동 법안은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of 2014,

이하

FISMA)을

Tom Carper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2014.

상원의원(민주당, 델러웨어)과

법안

12. 8.).

상원의

Tom Coburn

원(공화당, 오클라호마)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

12 년간

관련 분야를 관장해오던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이

Federal

갱신될 예정이다 .

배경

○ 그동안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보 보안 관리법(the

2002년

연방 정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으로 다루어 왔다.

○

연방 기관의 정보 기술 보안에 대해 감독 권한이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ment of Homeland Security)로

-

국토안보부(the

Depart

점차 이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권한의 이관은 사이버보안이 점차 정부운영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
되어감에 따라 행정관리예산국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원을 보유한 국토안
보부에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 미국 하원은

2002년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의 개혁안을 지난

2013년

통과시

켰으나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사이버보안의 이행에 있어 여타 연방 기관을
원조할 국토안보부의 역할을 지정해놓고 있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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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

FISMA가

과되었으며 현재

통과되면서 하원에서는

2014년 12월 10일

美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동 법안이 통

.

주요내용

○

(

목적) 기고나 정보 보안 정책과 관련한 행정관리예산국장의 감독 권한의

재수립과 정보 시스템 보안 정책의 운용과 관련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안보부에 대하여 기관 정보 보안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하고, 사
이버 위협 및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기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gov”

도메인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기관의 역할 및 의무

가 규정되어 있다.
-

현재 기관들이 겪고 있는 과중한 서류업무 및 보안 검토 프로세스를 없애고
연방 기관들에 대하여 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

(

주요내용)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안의 요건뿐만 아니라 행정관리예산국장의 기준 및 가
이드라인을 기관들이 이행하기 위한 지시 사항의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 3552 (b)(1)(B)).
-

상기 지시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관리예산국장은 행정관리예산국장의 정책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

§

3552 (b)(1)(C)).

현재 행정관리예산국장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인 연방 정보 보안사고 대책센
터(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 center, FISIC)의

의무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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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정 시스템에 대한 행정관리예산국의 정보 보
안 권한은 미 국가정보장에게 위임된다(

-

§

3553 (e)(1)).

각 기관의 장들은 다음의 두 가지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ⅰ

)

최고정보통신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s)를

포함한 기관의 고위급

관료들은 해당 기관의 정보 보안과 관련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ⅱ

)

기관 전체에 걸친 정보 보안 프로그램에 모든 직원이 따라야 할 책임이

§

3554 (a)(3)(B)).

각 기관은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가 있음

ⅰ

)

ⅱ

)

각 기관은 보안 사고가 발견되면 발견된 지
지하여야 한다(

§

§

Comptroller General, GAO)에

감사원은 정보 보안 통제 및 절차 테스트 등을 시행함으로써 기관 및 감사

§

3555 (h)).

연방 정보 보안사고 대책센터는 위험평가를 위하여 사이버 위협, 취약성 및
사고 등에 대하여 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556 (a)).

행정관리예산국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 짙은 보고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
관리예산국

-

연간 보고서를

3554 (c)(1)).

관들에게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

이내로 이를 의회에 통

나아가 중대한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각 기관은 행정관리예산국, 국토안

제출하여야 한다(

-

7일

3554 (b)(7)).

보부, 의회 및 감사원(the

-

355

4 (a)(3)(A)).

있다(
-

§

Circular A-130을

개정하여야 한다(

§

3558 (f)(1)).

행정관리예산국은 기관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수반하는
정보의 유출 사건 발생을 추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은 개인, 연방 정보 보안사고 대책센터 및 의회에 이를 통지할 요
건을 부과하고 있다(

§

3558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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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이 법안의 통과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

-

미국 회계감사원(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의

○

680%

6년간

내놓은 최근 연

연방 기관에 의하여 보고된 사이버 공격은 거

증가하였으나 법안이 늦게 마련되어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

Tom Carper

상원의원은 동 법안이

사이버 위협에 있어

21세기적

21세기에

미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

조하며 연방 기관의 보안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
보였다.

○ 빠른 시일 내에 효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참고문헌
http://www.hsgac.senate.gov/media/majority-media/senate-approves-bill-to-address-cyber-attac
ks-on-federal-agencies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cd25134-1a95-404b-b007-bb787bf4b374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ee09948-a196-4f36-9456-c5c6bc64bd66
https://www.congress.gov/113/crpt/srpt256/CRPT-113srpt256.pdf
https://www.congress.gov/113/bills/s2521/BILLS-113s2521enr.pdf
https://www.novainfosec.com/2014/12/11/will-agencies-botch-pending-fisma-reform-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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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3

56

조 발효

(2014.12.

1.)

개요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효되었다.

Protection Act 1998,

이하

DPA)

제56조가 발

(2014. 12. 1.)

배경

○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대부분은 지난

2000년

발효를 하였으나 동 법 제56

조는 이행에 있어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

이는 영국 정부가 형사기록점검절차 및 소관기관의 설립을 우선적으로 이행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

영국에서는 형사기록점검절차와 그러한 절차를 다루는 기관의 설립 및
년 자유의 보호에 관한 법(Protection

2012

of Freedoms Act 2012)에

따른 새로운

분야(기술, 미디어 통신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영역,

Technology,

기관의 신설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 TMT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고용주들은 현재 고용관행과 관련하여 상

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TMT 분야에서는 입사지원자, 피고용자 및 계약상대방 개인의 형사기록 및 그 밖의
보호되고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신원조회(CRB Checks 혹은 Standard
or Enhanced Checks 및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

이에 따라 동 분야의 고용주들은 해당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그 지원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접근요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획득
한 검색 정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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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목적) 개인정보의 주체이거나 상세개인정보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는 법

적 권한이 있는 자 이외에는 접근이 제한된 기록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막
는데 있다.

○

(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6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6. 특정 기록 제공 요구의 금지(Prohibition of requirement as to production of certain records)
(1) 다음과 관련된 자 혹은 제3자에게 관 (a) 피고용자로서 또 다른 자의 고용
(b) 또 다른 자의 고용 연장, 혹은
련 기록의 제공 혹은 관련기록의 생 (c) 또 다른 자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성을 요구할 수 없다.
여하한 계약
(2) 대중에 상품, 시설 혹은 서비스를 제공(유료 혹은 무료)한 자는 또 다른 자에게 여하한
상품, 시설 혹은 서비스를 제공 혹은 공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자 혹은 제3자에게 관련
기록의 제공 혹은 관련기록의 생성을 요구할 수 없다.
(a) 법규 혹은 법원의 명령으로 인하여 그러한
요구의 강요가 요구되었거나 법률에 따라
(3)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을 제시하는

승인된 경우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그러한 요구의 강요
가 정당화된 특정한 상황
(4) 1997 경찰법(Police Act 1997) 제5장의 규정을 고려하여(형사기록 인증서;certificates of
criminal records etc.), 제(1)항 혹은 (2)항에 언급된 요구의 강요는 범죄의 예방 혹은
적발을 원조한다는 이유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정당화 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
(5) 제(1)항 혹은 (2)항을 위반하는 자는 위법행위로 본다.
(a) 제7조에서 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정
(6) 동 조의 “관련 기록(a relevant recor
d)”라 함은 다음의 기록을 의미한다.

보통제자로부터 정보주체에 의하여 획득되
었거나 획득될 기록
(b) 정보통제자와 관련한 기록의 사본 혹은 그
러한 기록의 일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

56조는

크게 고용부분과 대중에 대한 상품, 서비스 및 시

설의 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

우선 고용부분과 관련하여 동 조는 인사채용 과정 혹은 고용 중 요구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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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신원조회에 적용되며, 단순한 계약노동자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원들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

상품, 서비스 혹은 시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공이 무료인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 한편 TMT 부문 회사들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수반되는 민감성 때문에 해당 부
문의 많은 회사 고용주들은 잠재적 혹은 현재 피고용인에 대한 배경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강요된 정보접근요청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 기관들은 피고용인
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인정받은 범주의 기관에 속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접근요청을 통한 정보의 획득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실현가능한 대안책이 되어 왔다.

○ 요구된 정보의 유형

,

그러한 요구를 한 자, 영향을 받은 개인으로부터 정보

를 입수한 방법, 영향을 받은 개인의 유형, 정보를 입수하도록 요구한 자의
유형 및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6조의
위반여부를 결정한다.

○ 개인으로 하여금 경찰 등의 관련 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도록 함
으로써 해당 개인의 정보를 획득해온 고용주 상품·서비스·시설제공자 및 계
,

약당사자들은 이러한 관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

(

적용범위)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이며, 스코틀랜드와

·

·

북아일랜드 내 정보접근 체계 및 상품 서비스 시설제공자와 관련하여서는
약간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

동 조의 위반은 형사기소, 형사범죄 기록 및

£

5,000부터

상한 없는 금액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영국 내 어느 지역에서 기소되는지에 따라
벌금은 상이하다.
-

고위급 간부가 연루된 경우에는 개인적인 형사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 신원조회는

1975년

범죄자 갱생법에 관한 명령(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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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974 (Exceptions) Order 1975)에
employments and occupations)에

부칙

1(Excepted professions, offices,

열거되어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서만 적용

된다.

평가

○ 피고용인 등의 과거 사실에 대한 보호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고
용주 등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많은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며 현재까지도 이
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개인정보보호법 제

56조의

발효로 인하여 강제된

개인정보요청을 통하여 관련 개인의 개인정보를 획득해온 일부 고용주, 상

·

·

품 서비스 시설제공자 및 계약당사자들은 현재까지의 관행을 크게 수정하여
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제56조의 발효가 목전에 다가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자신들의 정보획득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비를 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8/29/sectio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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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

2014-2015

대 테러 및 보안법 (안 )

(2014.11.26.)

개요

○ 영국 정부는 최근 계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테러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대
테러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발의로 영국의
및 보안법(안)(Counter-Terrorism
개했다(2014.

and Security Bill 2014-15)을

대 테러

영국하원에 소

11. 26.).

동 법안은 제6부에서 영국의

-

2014-2015

2000년

테러방지법(Terrorism

Act 2000)을

일부

개정하거나 동 법과 관련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개정안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번 대 테러 및 보안법(안)은 영국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테러 위

-

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내무장관의

발의로 소개되었으며, 통신데이터 등 관련 정보의 보유에 관한 규정과 항공,
선박, 철도 교통을 통한 운송과정에서의 운송권한과 보안에 관한 규정 등을 포
함하여 테러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배경 및 경과

○

(

배경)7)

2014년 11월 24일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에서의

연설 중 지난

2001년 9월 11

일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은 이후 영국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올 여름 합동테러분석센터(Joint
Centre, JTAC)에서

Terrorism Analysis

영국에 대한 국제테러 위협 수준을 '상당'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영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
7)
http://www.independent.co.uk/news/uk/crime/uk-antiterror-measures-read-theresa-mays-speech-in-fu
ll-98799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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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언급했다.
메이 장관은

-

4년

반 전에 내무장관으로 취임한 이후로 영국, 영국 국민 및

해외 투자를 상대로 한 수백 건의 테러 의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2005년 7월 7일

런던 지하철 연쇄 폭탄 테러 이후 영국

및 해외의 동맹국의 노력으로 약

40차례의

1급

정보원, 경찰

테러 작전을 막아냈음에도 불구

하고 더욱 심각한 테러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테러단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

알카에다(Al

Qaeda)

등의 테러 세력이 날

로 커지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 및 서구 국가들로부터 수 천 명의 전사
들이 테러에 가담하기 위해 위 국가들로 이주를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영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연설을
마무리하였다.

○

(

경과)8) 대 테러 및 보안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으로

2014년 11월 26일에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의 발의에 의해 하원에 소개되었다.
하원에서

-

12월 2일에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2주

후인

16일에

위원회

단계를 마친 상태로서 다음 보고 단계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보고 단계가 끝나면 상원으로 회부되기 전 하원에서의 마지막 절차인

-

과 토론만이 남은 상태이며 내년

2015년 5월에

3회독

있을 총선거 전에 통과되도

록 한다는 계획이다.9)

주요내용

○

법안의 구성) 제안된 법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8)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4-15/counterterrorismandsecurity.html
9)

10)

http://www.bloomberg.com/news/2014-11-23/u-k-to-propose-terror-law-on-internet-user-data-as-threat-grows.h
tml
10)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4-2015/0142/15142.pdf

- 34 -

인터넷 법제동향

부
제1부 여행에 대한 일시적 제한

장
제1장 (제1조)여행 서류를 압수할 권한
제2장 (제2조-제11조)영국으로의 일시적 입국제한

제2부 테러 방지 및 수사 조치

(제12조-제16조)

제3부 정보 보유

(제17조)

제4부 항공, 선박, 및 철도

(제18조-제20조)
제1장 (제21조-제27조)국민의 테러리즘 연루 방지

제5부 테러리즘에 연루될 위험

제2장 (제28조-제33조)테러리즘에 연루되기 쉬운 국민
을 위한 지원 등

제6부 2000년 테러방지법의 개정
및 관련 규정
제7부 기타 및 일반 규정

○

(

(제34조-제35조)
(제36조-제37조)기타규정
(제38조-제43조)일반규정

여행에 대한 일시적 제한) 제1부는 테러 관련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되는 개인이 영국 또는 영국연방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소지하는 여
권 등의 여행 서류를 압수하고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1조).
-

개인이 영국 영역 내로 돌아오려고 할 때 내무장관이 발행하는 귀국허가 또
는 영국으로의 이송의 경우가 아닌 한 귀국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적 귀국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무장관이 일시
적 귀국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네 가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
다(제2조).

-

일시적 귀국제한 명령을 받은 개인은 내무장관에 대한 신청으로 영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개별적인 허가 서류를 발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내무장관은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허가 또는 반려를 할 수 있고, 내무장관은 이송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절차에 따라 귀국 허가를 내
릴 수 있다(제4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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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방지 및 수사조치) 제2부는

2011년

테러방지 및 수사조치법을 개정하

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거주에 관한 조치(제12조), 여행에 대
한 조치(제13조), 무기 및 폭발물에 관한 조치(제14조), 특정 사람과의 약속
에 참석하도록 하는 조치(제15조)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

(

정보 보유) 제3부는 관련 통신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규

정인
-

2014년

정보보유 및 수사권한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제17조는 기존의 법에서 정의하는 "관련 통신정보"의 정의를 보다 좁게 구체
화하였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서 특정

IP

주

소와 개인 컴퓨터를 연결하여 개인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보안 당국의 조
치를 허락하면서 인터넷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s, ISP)가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여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

○

(

항공, 선박 및 철도) 제4부는 항공기 탑승금지 명단을 확대하고 영국으로

입국하는 개인에 대한 새로운 보안 검색요건을 규정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탑승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보다
강화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12).

○

(

테러에 연루될 위험) 제5부는 최근 급진적인 성향을 지닌 수많은 자국 국

민들이 테러 단체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지방정부, 형사사법당국, 고등교육 등 아동보호 기관, 보건 및 사회복지
기관 및 경찰 당국 등 특정 개인 또는 당국(specified

authorities)은

국민이

테러활동에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에 대해 고려를 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21조).
-

특히 이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은 대학 강단에서 강의 및 연설을

11)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islamic-state/11254950/Counter-terrorism-Bill-What-it-con
tains.html
12)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4/nov/24/counter-terrorism-security-bill-proposals-pit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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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를 결정할 때 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참조하도록 하는 법적 의
무가 있다.
-

위 의무를 지는 당국은 내무장관이 정하나(제22조) 웨일즈 및 스코트랜드 당
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지방의 각료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제23조).

-

제2장은 테러 활동에 끌려들어가기 쉬운 취약한 개인들에 대해 지방 패널(lo
cal panel)을

구성하고 지원 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 및

이들의 구체적인 구성과 활동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2000

년 테러방지법 개정 및 관련규정) 제6부는

2000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개정 사항
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테러리스트의 요구에 의한 금전지급 또는 테러리스트
의 요구에 응해 기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을 금지하는 규정이다(제34조 제1항).
-

만약 위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의 지급에 동의를 하거나 묵인을 하는 등으로 위 범죄행위에 방조 및 기여
를 한 보험사의 임원 또는 운영자 등 유사한 주요 직책의 직원은 회사와 함
께 위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제34조 제2항).

-

이러한 규정은 이슬람국가들 등의 급진주의 테러 단체에 거액의 인질 몸값
이 지급되어 흘러들어 가는 경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
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해지는 것이다.

○

(

기타 및 일반규정) 제7부는 내무장관이 법으로써 사생활 및 시민자유 위원

회(Privacy

and Civil

Liberties Board)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6

조), 이로써 동 위원회가 테러 관련법을 검토하던 데이비드 앤더슨 칙선 변
호사(David

Anderson QC)의

역할을 대신하여 반테러법의 운영과 동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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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및 자유의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평가

○

긍정적) 이번 대 테러 및 보안법(안)에서는 조사 대상이 좁혀지면서 개인정

(

보 침해 우려가 줄어 소위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

(

부정적) 과거에도 영국 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었으나 테러

방지법에 따른 조사과정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집권 보수당
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취해왔으며, 사회 각계
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바, 테러에 가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연자 및 연설자 등을 정부의 기준에 맞게 선별하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열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

소아스 런던대학교(Soas,
k)은

University of London)의

리차드 블랙(Richard

Blac

개인 블로그에서 다양한 견해 표명을 금지하는 것은 지적 탐구를 방해

하는 것이며 모든 관점에 대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이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순간 그 금지 조치는 언론 검열이 된다고 비
판한다.14)
-

또한

IP

주소 등의 수집으로 인해 정보를 얻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IP

주소는 손쉽게 우회될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전화 통신으로부터 얻는 내용
은 파편적이라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
을 이유로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5)
13)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4/nov/24/counter-terrorism-security-bill-proposals-pitfalls
14)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news/academics-label-proposed-counter-terrorism-and-security-bill-cen
sorship/2017351.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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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발의자인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는 이번
대 테러 및 보안법(안)이 유럽 인권 조약(European
1998년도

인권법(Hum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이나

영국법인

1항 (a)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Rights Act 1998)

제19조 제

※ 참고문헌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4-15/counterterrorismandsecurity.html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4-2015/0142/15142.pdf
http://www.independent.co.uk/news/uk/crime/uk-antiterror-measures-read-theresa-mays-speec
h-in-full-9879953.html
http://www.bloomberg.com/news/2014-11-23/u-k-to-propose-terror-law-on-internet-user-dataas-threat-grows.htm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islamic-state/11254950/Counter-terrorism-Bill-Wha
t-it-contains.html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4/nov/24/counter-terrorism-security-bill-proposals-pit
falls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news/academics-label-proposed-counter-terrorism-andsecurity-bill-censorship/2017351.article
http://www.hrw.org/news/2014/12/01/uk-new-counterterrorism-bill-curbs-rights

15)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4/nov/24/counter-terrorism-security-bill-proposals-pitfalls

- 39 -

인터넷 법제동향

판례 및 이슈

2.

EU

1

데이터보호 작업반, 정보 및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데이터 전달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

(2014. 12. 5.)

개요

○

EU

데이터보호 작업반16)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국가 안보 목적

으로 개인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업문서17)를 공개하였다(2014.

○

EU

데이터보호 작업반이

EU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작

12. 5.).

2014년 4월 10일

채택한 ‘정보 및 국가 안보 목

적을 위한 정보통신망 감시에 관한 의견’(Opinion

on surveillance of elect

ronic communications fo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18)

에 따라서 법적 분석을 다룬 것으로,
정보기관과 보안기관에 의해서 기본적 프라이버시권과 데이터보호에 중점

-

을 둘 것인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들 기관들의 감시를 어떻게 개선할 것
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

○

(

국가 안보 개념의 명확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의

개념은 법집행과

국가 안보사이의 한계 등의 명확성을 위해 검토하였다. 국가 안보는

EU의

안보는 물론 개별 회원국의 안보, 공공 안전 그리고 국방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들 개념들이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EU조약과

16)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the Working Party).
17)Working Document on surveillanc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fo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 5.12.2014, 14/EN WP228.
18)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4/
wp215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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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률에서 모두 분리되어 언급되어 있으며, 국가 안보 면책 사유에 해
당하는지 법적 논의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 정보기관 및 안보기관에
의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국가 안전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집행기관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항상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

제3국의 국가 안보 이익의 적용) 또한 제3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논의한다. 국가의 안보가

EU회원국의

국가 안보의 이

익과 제3국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회원국의
관련 기관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

(

데이터 접근) 개인 데이터 전달 체계에서 감시프로그램의 세세한 내용이

불명확하더라도, 제3국의 감시기관은 데이터가
데이터처리자로부터

EU

EU의

사법관할 내에 있는

사법관할 외부의 장소로 전달된 이후에는 데이터

에 대한 접근을 획득할 수 있다.
-

전달은 주로 지침과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고, 가능한 한 기본적인 계약 조항,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업의
규칙이나 세이프 하버(Safe

Habor)*

협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 미국과 유럽 연합 (EU)간에 맺은 개인 신상 정보의 전송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 상무성
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공정
정보 규정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함
-

이러한 수단도 대규모로, 체계적이며 무제한으로 데이터 전달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3국의 공공 기관이

EU

사법관할 내에 있는

개인 데이터에 직접 접근을 획득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협력이라는 형식적
인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민간 부분의 데이터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제3국의 법집행기관이나 보안기관으로 전달할 명시적인 가
능성들이

EU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41 -

인터넷 법제동향

감시프로그램

○

2013년

중반 이후 다양한 비밀 감시 프로그램들이 미디어, 주로 가디언(The

Guardian)19)이나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20)지를

통해서 폭로

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다양한 온라인 소스로부터 개인 데이터
의 광범위한 수집 및 통신의 내용과 트래픽 데이터도 관련된다. 보도에 따
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혐의자와 혐의 없는 자 사이에 구별이 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감시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정보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서로 상
호 협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전자감시)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 (SIGINT))에

의한 전자감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정보기관에서 흔한 기술이 되었고 합법적으로 이용되기 위해
서는 합법적인 통신 감청을 위한 법률에 정해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
지만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 이후 그 합법성이 모호해졌고, 경계수준에
도달했다. 현재 감시 프로그램이 전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 (SIGINT))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통신 정보를 수집
할 뿐 아니라 기기들 사이, 예를 들어 레이더와 무기시스템의 전자 신호를 수집하는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 통신 정보 내용 뿐 아니라 트래픽 데이터(미국에서
는 ‘메타데이터’(metadata)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

미국에 의한 감시) 미국의 대부분의 감시프로그램은

NSA에

다. 그 결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의해서 수행된

NAS, CIA, FBI의

검색에 의하여 접근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감시프로그램들은 미국 애국법(US
A PATRIOT Act)과
FISA)에

대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의해서 수행되거나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2333에

의

해서도 수행된다.

○

(EU

회원국 및 제3국에 의한 감시) 미국의 감시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19) http://www.theguardian.com/world/the-nsa-files.
20) http://www.washingtonpost.com/nsa-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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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정보기관(EU내외)에 의한 감시도 관련이 있다. 다만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보기관들이 현재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더 많은 정보가
상호원조란 이유로 더 많이 공유되고 있다.
- EU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감시 프로그램은 웹 포럼을 모니터링한

다양한 소스로부터 트래픽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유선통신의
도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정부
자체에 의해서 오늘 날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시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적 체계

○

EU조약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고

EU법에

영향을 준 국제적인 규범으로

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
을 개인에게 보편적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

(UN

의 법적 제도) 국제인권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

해서 보편적 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제 인권은

UN

인권선언(1948)등 국제 규약에 성문화되어 있다. 인

권선언 제12조 및 국제규약 제17조는 누구도 자의적이고 부당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

(UN

총회의

2014

년

1

월 결의안

68/
167)

UN

총회는 프라이버시권과 국가안

보와 관련되는 이익의 균형을 인정하였다.
-

공공의 안전은 민감한 정보의 수집과 보호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국가 역시
국제인권법에 정한 의무를 충분히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오프라인에서 가지는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프라이버
시권과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보호할 것을 요청하
였다.

-

이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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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의 절차, 관행, 법률 (대규모 감시, 감
청 그리고 개인 데이터 수집을 포함)을 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행 법률
이 규약상의 권리 침해를 허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체약국은 국제적 인권
의무를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체약국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다. 단체와 개인의 행동은

UN

헌장 제1조에서 정한

UN의

목적과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국제 규약에 보장된 보호를 전자
통신과 프라이버시에 확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불구하고

UN

UN

보고서) 최근 일부 시도들에도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구체적인 다른 규정으로 아직

발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데이터보호권리 뿐만 아니라 사생활
존중권리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갖추어 왔다.
-

유럽평의회 차원에서 기본적 권리와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개의 제도는 유럽인권협약(ECHR)과 개인 데이터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
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Nr.108)이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제도들
v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 :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복리, 사회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
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회원국은 물론 유럽인권협약 및 개인 데이터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당사자는 자신들의 사법관할 내에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법에서 발전된 적
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

이들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제한은, 유럽인권법원이 인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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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예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만 수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평의회의 제도가 잘 준수된다면

EU

관할에 속하

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대규모로, 무차별적이고 비밀리에 수집되지 않을

○

것이다.
법)

(EU

위와

EU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 면제의 범

기능조약(TFEU) 제16조 및 기본권 헌장 제7조, 제8조, 제52조 제1

EU

항과 같은 관련 문언들을 검토하고 있다.

2차적

법률로는 지침

전자적 프라이버시 지침의 조건들이 적용되고 특히 지침

95/46/EC와

95/46/EC의

전달

체계가 핵심이다.
EU
- EU

법의 회원국의 국가 안보 면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EU조약(TEU)

제4조 제2항에

부과되어 있는 국가 안보로 인한 면책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U는

…

회원국의 정체성 뿐 아니라

EU는

… 회원국의 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존

중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안보는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책임에 속한다.”
따라서

EU법은 EU기본권

헌장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문

제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EU법

적용의 중요한 면제에 해당하고

정보기관과 보안기관은 회원국의 국가 안보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자신들
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 안보의 명확한 개념의 부재
- EU는

않고

회원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입법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EU법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와 반대로

EU조

약은 국가 안보와 유사한 구상들을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다.
- EU

기능조약(TFEU) 제75조는 테러의 방지와 투쟁에 관한 조치를 정할 권

한을

EU에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국가 안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확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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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조약 및 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 모두 ‘국가 안보’의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

(EU

기본권 헌장)

사생활 존중권 및 데이터보호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범위
-

헌장 제52조 제1항은 헌장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이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

EU에

의해서 승인된 일반적

이익의 목적을 실제로 충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필요
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한다.

○

(

지침

95/
46/
EC

의 데이터 보호 원칙) 데이터처리 행위가 지침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보호원칙, 권리 및 의무는 존중되
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한다.
-

데이터의 질과 관련한 원칙(지침 제6조), 데이터 처리를 정당하게 하는 기준
(제7조),

민감 데이터(제8조), 투명성(제10조, 제11조, 제18조 및 제21조), 데

이터 주체의 권리(제12조 및 제14조), 자동으로 처리되는 개인의 결정(제15
조), 처리의 비밀과 보안(제16조 및 제17조)등이 있다.
-

지침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준수를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기관의 감독과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를 위한 규정하고 있다.

-

데이터보호원칙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경우 지침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다. 회원국은 데이터의 질 및 투명성 원칙에 의해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 그
리고 접근, 정정, 삭제 및 차단권의 범위를 제한할 때에도
(b)

국방,

(c)

공공 안전,

는 직업윤리 위반,
이익,

(f)

이들은

(e)

(d)

(a)

국가의 안보,

범죄의 방지, 수사, 확인 및 소추 또는 규제되

회원국 또는

EU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 또는 재정적

모니터링, 점검(조사, 감사, 시찰) 또는 규제 기능, 경우에 따라서는

(c), (d), (e)와

관련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행사

(g)

권리주체의 보

호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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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프라이버시 지침) 전자적 프라이버시 지침은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원칙들의 적용이 관련되는 한 지침

95/46/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 지

침은 전자적 통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의 범위는 공중 이용 전자적 통신 서비스의 제공자
에게 제한된다.

전망

○ 정보통신망 감시 문제를 다룰 때에 데이터 보호의 기본적 권리의 범위와 한
계에 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 보호법의 여러 부분들이 계속하여
데이터 처리자 및 데이터 취급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경
우 엄격하고 비례성이 있고, 특별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

안보’와 ‘데이터 이전’의 핵심 개념의 정의를 포함하여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법적 문제들이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유
럽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룰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논의이다.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 간 무제
한 데이터의 유통과 클라우드 등 빅데이터 시대에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참고자료
http://www.theguardian.com/world/the-nsa-files.
http://www.washingtonpost.com/nsa-secrets/.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
files/2014/wp215_en.pdf.
Working Document on surveillanc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for intelligence and nation
al security purposes, 5.12.2014, 14/EN W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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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호기관,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보호 중요성에 관한 공동선언

EU

2

채택

(2014.11.25)

개요

○ 데이터보호작업반은

2014년 11월 25일

총회에서 다음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
1
2
3

4

개인 데이터의 보호는 기본권으로 데이터(메타데이터를 포함) 거래의 대상, 경제적 자
산 또는 공공재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호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안전보장(보안)
등 다른 기본권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근거로 데이터 처리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
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신뢰는 대부분 기술 산업들의 데이터 보
호 규칙의 준수로써 디지털 경제를 위한 경쟁적 요소이다. 이는 소비자와 산업의 이
익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하게 해 줄 것이다.
개인에게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해서 과도하게 감시 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프

5

라이버시 교육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보호 침해를 알리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공동 사법적 대응 조치를 알린다.
유럽에서 개인의 사적이고 광범위하며 무차별적인 감시는 EU 회원국 또는 다른 곳에

6

서 활동하는 공공 기관이나 사인에 의해서, EU조약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지도 윤리적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무제한하게 대규모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은 민주

7

주의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다. 국가의 관할 기관에 의한 보관, 접근 그리고 이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격하게 필요하고 비례적인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실
체적 절차적 보호조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데이터의 처리는 오로지 EU 기본권 헌장 제8조에 의해 법

8

9
10

률에 정해진 충분한 보호조치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이는 데이터보호기관(DPA)이 독
립적이고 유효한 감독 권한 범위내에서 행해진다.
비EU국가의 공공 기관은 EU 관할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에의 직접·무제한 접
근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적 당사자 사이에 국제적 데이터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된 유럽의 제도들의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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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규모로 무차별적인 감시의 목적으로 제3국의 데이터의 전달을 위한 법적 토대
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 Safe Harbor,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또는 표준 계약 조항 등이 그러함
공공 또는 사적 당사자들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자의 사생활에 관한 많은 양의 데이터
11

를 수집하는 경우, 이들은 독립 관청이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호 요건들을 준수하는지
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저장을 구축해야 한다.
EU 데이터 보호 법안들은 2015년도에 채택되어야 한다. EU 디지털 시장의 통합에 기

12

13

14

여함과 동시에 유럽의 가치와 기본권에 합치하여 개인의 데이터 보호를 높은 단계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유럽의 개인 데이터 보호 수준이 제3국과의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무역협정을 포함
하여 양자협약이나 국제협약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낮아져서는 안 된다.
EU 데이터 규칙들은 EU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보호하며 국제 공법 및 사법
상에서 국제적인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법이나 국제협약
은 이를 넘어서는 아니 되고 기구들은 계약에 의해서 이들을 무시할 수도 없다.
데이터 보호, 혁신 그리고 감시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평의회 협

15

16

약과 EU 데이터 보호규칙을 포함하여 유럽 데이터 보호 유산으로부터 유생된(파생된)
높은 보호의 수준을 존중을 요구한다.
작업반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 선언문에 대한
논의는 2015년에 활동에서 고려할 것이다.

※ 참고자료

Working Document on surveillanc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fo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 5.12.2014, 14/EN W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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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된 안티스팸법 규정에 관한
3

지침 발간

(2014.11.10)

개요

○ 지난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위원회
-

(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

mmunications Commissions, CRTC)는

있는 캐나다 안티스팸법(Canada's
한 지침을 발간하였다.
-

동 지침은
요건들은

CASL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되어

Anti-Spam Legislation,

이하

CASL)에

관

(2014. 11. 10.)

제8조에 근거로 새로운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2015년 1월 15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캐나다 안티스팸법 제8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치)
8. (1)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행위 중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치 혹은 설치를 야기하거나, 이로써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자메시지를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a)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자 혹은 원한 있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제
11조(5)항에 합치하는 경우
(b) 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경우
(2) 제(1)항은 해당 컴퓨터 시스템이 관련 시기에 캐나다 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해당 인
이 관련 시기에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혹은 관련 시기에 캐나다 내에 있는 자가 내
린 지시에 의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배경 및 경과

○ 상업 행위를 함에 있어 장치 소유자 혹은 권한 있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
의 없이 그 자의 컴퓨터 장치(노트북, 스마트폰, 데스크톱, 게임콘솔 혹은
그 밖의 연결된 장치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예컨대 웹사이트에서 방문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최초의
동의 획득이 없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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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치 이전에 컴퓨터 혹은 장치의 소유자 혹은 권한 있
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의가 획득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작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 및 추가 요건에 대해 명확
히 다루고자 한다.

주요내용

○

(

적용범위) 상업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

나 설치를 야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즉, 컴퓨터 혹은 장치의 소유자이거나 권한 있는 사용자가 본인의 컴퓨터 시
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안티스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 어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에서 구매되고 휴대장치로 다운로드 된 경우
· 상점에서 소프트웨어 CD를 구매하고 이를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장치에 설치한 경우
· 소규모 회사가 자사직원들이 사용하는 장치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 이전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동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여부에 대해 묻고, 사용자가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를 야기(cause the installation)하는 경우로 다음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다. ①악성코
드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 예를 들어 Tic Tac Toe 어플리케이션은 사용
자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이때 사용자가 Tic Tac To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 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악성코드의 설치에 대해서는 안티
스팸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러한 설치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②적
법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는 경우로, 예컨대 사용자가 음악 CD를 구매하고
음악을 듣거나 곡을 복사하기 위하여 CD를 컴퓨터에 삽입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동 CD가
컴퓨터에 삽입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는 숨겨진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
다면 유통업자, 혹은 개발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야기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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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는 다음
-

쿠키

·

7가지로

HTML

제시되어 있다(CASL 제10조(8)항).

·자바스크립트·운영 체계· 동의가 이미 제공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참고> 간주된 동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
1. 어떠한 자가 자신의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꺼버린 경우, 이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음
2. 어떠한 자가 자신의 브라우저에서 쿠키 기능을 꺼버린 경우, 이 역시 쿠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음. 그러나 쿠키는 ‘설치’되는 대상이 아니고 또한 ‘컴
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쿠키 기능의 비활성화가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쿠키의 설치가 반드시 안티스팸법의 위반을 의
미한다고는 볼 수 없음

○ 간주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설치 이전에 반드시 동의를 획득
하여야 하며 동의를 구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동의를 구하는 이유

-

동의를 구하는 자

-

대리인이 동의를 구하는 경우, 본래 동의를 구하는 자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

-

우편주소 및 별도의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혹은 웹사이트 주소)

-

동의의 철회에 관한 내용

-

설치될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 기능) 이번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6가지

기능 중 일부가 수행되는 경우 동의를 구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가지 기능
Ÿ 개인정보의 수집
Ÿ

사용자의 장치 통제에 대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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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장치의 환경설정, 선호 혹은 명령어들을 사용자가 모르게 바꾸거나 이에 개입하

Ÿ

는 경우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방해, 중단 혹은 개입하는 방식으로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Ÿ

를 변경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경우
사용자의 허가 없이 컴퓨터 시스템이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메시지를 발송

Ÿ

하는 일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용자 모르게 제3자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Ÿ

위의

-

6가지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이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하게 되는

경우 설치자는 라이센스 계약과는 별개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개
해야할 의무가 있다.
* 사용자에 대한 상기 기능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것 및 그 이유의 설명 및 사용자에 대
한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이들 기능이 미치는 영향의 설명

○

(

설치자의 의무) 또한 소프트웨어가 위의

6가지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

으며, 장치의 소유자 혹은 권한 있는 사용자가 이러한 사전 설명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설치자에게 다음의 의무가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설치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자는 장치의 소유자 혹은 권한

있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비활성화 혹은 삭제를 원조해야
한다.
한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지

-

1년이

경과하면 설치자는 설치에 동의를 제공

한 자에 대하여 이들이 프로그램을 삭제 혹은 비활성화의 요청을 보낼 수 있
는 전자주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

동의의 방법)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도 캐나다 안

티스팸법이 적용되며, 이를 위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이 사
용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한 최초의 동의를 구할 때 향후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동의를 함께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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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및 운영 체계 등 안티스팸법 제10조(8)항에 열거되어 있는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동의는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015년 1월 15일

이전에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참고>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의 의미
Ÿ

(의미) 시스템을 최신의 것으로 바꾸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혹은 더 나은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는 것

Ÿ

(종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에는 운영체계, 오피스 프로그램,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혹은 그 밖의 다양한 기능들의 버전 변경이 있음

Ÿ

(방법)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는 이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대체
※ 프로그램 내의 현재 정보를 다시 불러오는 것은 안티스팸법의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간주되지 아니함. 예컨대 날씨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상예보 정보를 갱신하거나 텔레비
전 방송프로그램 정보를 갱신하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 내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다시 불러오는 것은 목적상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로 분류되지 아니함

○ 동 지침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2015년 1월 15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향후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2018년 1월 15일까지

사용자의 동의가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

평가

○ 캐나다의 동 지침은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한 안티스팸법의 복잡하고 모호
한 규정들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몇몇 기준이나 용어의 모호함이 남
아있어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가 해결 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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