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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법령명

대표발의 의원
(발의날짜)
박성중의원
(2019. 8.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주요내용
-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국내 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제도를 개선함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한선교의원
(2019. 8. 23.)

-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이용요금에 대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알선ㆍ권유ㆍ유인하거나

(2019. 8. 9.)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조장할

우려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2019. 8. 20.)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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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온라인 서비스는 그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국내서비스를 위주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임
o 이와 관련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
o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개인정보 활용 수준의 격차는 현격하게 차이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력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같은 법적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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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형태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많아지고 있음
o 현행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독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이용요금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o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부과할 때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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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o 성매매 등의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부족하고, 디지털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법적ㆍ제도적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성매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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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o 현행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제4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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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뉴저지 주지사,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 서명 (2019. 8. 8.)
미국 뉴저지 주지사는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1)에 서명 (2019. 8. 8.)

▶ 개요 및 경과
o 미국 뉴저지 주지사는 주 정부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보건ㆍ금융 등 주요 공공
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연구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에 서명
- 사이버 공격에 의한 데이터 손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정부 기관의 업무와 정보의
보관, 주요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전담팀을 설립
- 전담팀은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강화를 위한 주법의
수정사항 등을 권고한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 기술혁신위원회2)에 제출하도록 규정
o 뉴저지주 외에 앞서 지난 2019년 1월 뉴욕주는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연구 전담팀을
설립하는 《디지털 통화 전담팀 설치법》3)을 제정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o (배경 및 취지) 최근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ㆍ의료, 부동산, 금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행 주 정부
업무 및 주요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주 정부의 업무 및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정보의 공유, 국민 참여 확대,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이 가능
-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주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함
o (목적) 뉴저지 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전담조직을 주 정부 내에 설립하고 주요 임무를 규정
1) Establishes NJ Blockchain Initiative Task Force Bill (S2297)
2)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ttee
3) An Act to establish the digital currency task force (A8783B, S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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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 (조직의 임무) 본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전담팀은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고, 관련된 법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의 주요 임무 >
구분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 및 효과 검토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주요 임무
Ÿ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기회 및 위험 요소 분석

Ÿ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알고리즘 비교ㆍ검토

Ÿ

현재 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술 활용
프로젝트 및 사례 수집ㆍ분석

Ÿ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시의 비용과 편익 등 경제적 효과 검토

Ÿ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검토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보안 수준 강화 및 안전한 기록 관리

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현행 주법의 개정안 마련
Ÿ

권고안 작성 및 제출

블록체인 기술의 구현 및 활용 가능성, 해당 기술 활용 시의 경제적
효과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한 권고안을 개발

Ÿ

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o (지원 사항) 전담팀은 본 법안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정부의 관계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전문 인력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술
및 사무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음
▶ 시사점
o 본 법안은 뉴저지 주 정부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볼 수 있음
o 뉴저지주의 주요 업무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여부 및 범위는 전담
조직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A4000/3613_R3.PDF
https://www.nj.gov/governor/news/news/562019/approved/20190808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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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I 기술표준 개발계획 발표 (2019. 8. 12.)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AI 기술 발전 및 활용에 기반이 되는 표준의 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와 계획을 담은 《AI 기술표준 개발계획》1)을 발표 (2019. 8. 12.)

▶ 개요 및 경과
o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지난 2월에 시행된 《인공지능 분야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2)에 따라 AI 기술 및 응용 분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표준 개발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AI 기술 표준 개발 계획》을 발표함
- AI 기술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안전한 AI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윤리성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로 설정함
- 추진 계획은 ▲AI 표준 지식의 보급 및 연방 기관 간 협력 강화 ▲AI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민관 협력 및 국제 교류 확대로 구분하여 제시
o 본 계획의 초안은 각 연방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를 취합하여 2019년 5월에 작성되었
으며 7월에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한 것임
▶ 주요 내용
o (목적) 《인공지능 분야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규정한 AI 표준 개발을
위해 향후 연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
o (안전한 AI 시스템 구축)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AI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도록 표준이 개발되어야 함
o (AI 기술의 윤리성 확보) AI 기술의 활용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표준을 개발

1) NIST, U.S. LEADERSHIP IN AI: A Plan for Federal Engagement in Developing Technical Standards and
Related Tools
2)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EO 13859, 2019. 2. 11):
미국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우위 확보 원칙과 세부 실행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AI 기술 표준과 관련하여
NIST가 동 명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AI 기술 표준 개발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함

- 7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43 (Aug 2019)

해외 입법 동향

미국

o (프라이버시 보호) AI 기술에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AI
기술 표준을 개발
o (표준 개발 계획) AI 표준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계획의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AI 표준 개발계획의 부문별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Ÿ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3)는 AI 기술 표준 조정자를 지명해야 함
- 표준 조정자는 AI 기술 표준 개발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모범 사례, 용어,
전략 등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각 기관에 보급

AI 표준 지식의

Ÿ

현재 산업계에 적용 중인 다양한 분야의 AI 관련 표준을 최대한 활용

보급 및 연방 기관

Ÿ

AI 기술 표준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법적 규제 또는 조달 부문의 조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선택이 가능한 체계로 표준을 개발

간 협력 강화
Ÿ

연방 정부 및 관계 기관들이 AI 기술 표준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Ÿ

상무부 인사관리국4)의 주도로 AI 표준 기술 개발 교육을 시행

Ÿ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의 활용을 위한 표준 및 도구 개발의 기초가
되는 연구개발을 발굴하고 추진 시 정부가 자금 등을 지원

AI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Ÿ

AI 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모니터링 및
식별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

Ÿ

AI의 설계와 개발, 사용 등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과 접근 방식을 파악하는 연구개발 실시

Ÿ

상기한 계획의 내용은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연구 기금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원활한 추진을 지원

민관 협력 및 국제
교류 확대

Ÿ

AI 기술 표준 개발 시 공공 및 민간 기관, 국민의 참여를 강화

Ÿ

오픈 소스 기반의 표준 개발을 위해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 마련

Ÿ

AI 기술 표준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공 데이터의 접근성 향상

Ÿ

AI 기술 표준 테스트베드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 분야 전반의 연구와 협업을 촉진

Ÿ

주요 국가의 AI 표준 개발 전략 및 로드맵 등 분석

Ÿ

국제 AI 표준 개발 활동 참여 지원

Ÿ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상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주요
연방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3)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4)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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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미국은 AI 분야의 기술 우위 확보를 정책의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제 AI
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NIST 기술 표준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것으로 보임
o 이번에 NIST가 발표한 표준 개발 계획은 지난 2월에 미국 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향후 표준 개발 과정에서 AI 기술 분야의 새로운 법적 규제 및
공공 조달 인증 기준이 강화될 소지가 있으며,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및
정부 자금 지원이 확대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19/08/plan-outlines-priorities-federal-agency-engagement-ai-sta
ndards-development
https://www.nist.gov/sites/default/files/documents/2019/08/10/ai_standards_fedengagement_plan_9aug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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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햄프셔 주지사,
보험 데이터 보안법 서명 (2019. 8. 2.)
미국 뉴햄프셔 주지사는 주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사의 데이터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보험 데이터 보안법》1)에 서명 (2019. 8. 2.)

▶ 개요 및 경과
o 미국 뉴햄프셔 주지사는 주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공공
정보2)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험 데이터 보안법》에 서명함
- 이 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는 ▲비공공 정보의 보호를 위한 데이터보안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상기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면허소지자의 권한 또는 면허증이 정지 및
파기되거나 위반 건당 최대 2천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
o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 내용
o (목적) 뉴햄프셔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에 적용되는 데이터보안 프로그램,
사이버보안 사건의 조사 및 보험 위원회에 대한 통보를 규정함
o (정의)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소비자: 보험 신청자와 계약자, 보험 가입자, 수혜자, 청구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를
포함한 개인
- 사이버보안 사고: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비공공적인 정보에 대한 무단 접속, 중단
또는 오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
- 데이터보안 프로그램: 면허소지자가 비공공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집ㆍ처리,
보호ㆍ저장ㆍ전송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ㆍ기술ㆍ물리적 안전장치
1) Insurance Data Security Law (SB 194)
2)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정보로 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해당하며, 특히 소비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금융계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번호, 금융계정 및
생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코드 및 암호, 의료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43 (Aug 2019)

해외 입법 동향

미국

o (면허소지자의 의무) 주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사가 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보험 데이터 보안법에 따른 면허소지자의 의무사항 >
구분

내용
Ÿ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비공공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춘 데이터보안 프로그램을 개발ㆍ구현ㆍ유지해야 함

비공공 정보의

Ÿ

보호를 위한
데이터보안

사이버보안 위험성 관리를 위해 면허소지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하나
이상의 직원, 계열사 또는 외부 공급업체를 지정

Ÿ

면허소지자는 사이버보안 위협의 가능성과 잠재적 피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데이터보안 프로그램 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우 실사를 시행해야 함

프로그램 운영
Ÿ

면허소지자는 관련 기술의 변화, 비공공 정보의 민감성, 정보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위협을 고려하여 데이터보안 프로그램을 감시 및 평가, 개선해야 함

Ÿ

면허소지자는 보유한 비공공 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훼손하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사이버보안

포함한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함

사고 대응계획

-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계획의 목표와 내부 대응 절차
- 사고 대응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 및 역할, 책임에 대한 정의

수립

- 내ㆍ외부 통신 및 정보공유 현황
-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활동에 관한 내용 및 개선 사항
Ÿ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면허소지자나 면허소지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여부와 성격ㆍ범위,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된 비
사이버보안
사고 조사 및
보고

공공정보에 대한 확인
Ÿ

사이버보안 사고가 주에 거주하는 2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결정을 내린 후 3영업일
이내에 주보험 위원장에게 아래의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사이버보안 사고 일시, 정보의 분실ㆍ도난 또는 침해된 방법에 대한 설명
-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으로 손상된 정보에 대한 설명, 사고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 수 및 대응 조치, 담당자 정보 및 소비자에게 발송한 통지 사본 등

o (기록의 보관) 면허소지자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기록을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매년 3월 1일에 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연차 서면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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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벌칙)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뉴햄프셔 보험법》3)에 따라 면허소지자의
권한 및 면허증이 중지ㆍ취소되거나 위반 건당 최대 2천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시사점
o 이 법은 이미 《보험 데이터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시간, 미시시피, 오하이오주
등과 같이 전국 보험 감독관 협의회(NAIC)4)의 《보험 데이터보안 모델법》5)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른 주에서도
동일한 모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
o 뉴햄프셔주는 동 법의 시행을 통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 수준이
강화되고, 사이버보안 사고 시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
※ Reference
http://gencourt.state.nh.us/bill_status/billText.aspx?sy=2019&txtFormat=html&v=HA&id=925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83a9aca-d86e-4496-89cf-cb5108cdec4e
https://www.jdsupra.com/legalnews/new-hampshire-passes-insurance-data-81328/

3) NH Rev Stat § 400-A:15: 고의로 법령,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다른 벌금이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또는 면허증의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최대 위반 건당 최대 2천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미국 국세법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보험 규제와 관련된
법률 모델과 규정, 표준 등을 작성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5) The NAIC Insurance Data Security Model Law (2017. 10): 보험 부문의 데이터보안, 사이버보안 사고의
조사 및 통보에 대한 입법 표준으로,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통제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규정하도록 유도함. 해당 입법 모델은 다음 링크를 참조(https://www.naic.org/store/free/MDL-6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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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감시카메라위원회(SCC),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안전성 자체 인증 지침 개정 (2019. 8. 13.)
영국 감시카메라위원회(SCC)1)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제조ㆍ조립하는 업체가 실시하는 안전성
자체 검토 결과를 SCC에 제출하여 공식 인증 마크를 발급받도록 지침2)을 개정 (2019. 8. 13.)

▶ 개요 및 경과
o 영국 감시카메라위원회(SCC)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제조ㆍ조립하는 업체가 실시하는
자체 안정성 인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식적인 인증 마크 발급 시
요구되는 표준 점검 양식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안전성 자체
인증 지침》을 개정
- 사이버보안 자체 인증 마크를 표시하려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제조ㆍ조립업체는
본 지침에 따른 기준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SCC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추가된 사항은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인
안전성 인증 마크를 발급하는 경우 업체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표준 점검 양식과
기존의 지침에 따라 인증 마크가 발급된 제품의 목록임
o 기존의 지침은 2019년 6월에 최초로 작성되었고,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자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필수 요건을 제시
▶ 주요 내용
o (개정 목적 및 기존 지침과의 차이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제조ㆍ조립하는 업체는
안전성 자체 검토 후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표준 점검 결과를 SCC에 제출하여 공식
인증 마크를 발급받도록 함
- 기존 지침: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제조ㆍ조립하는 경우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
- 개정 지침: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안정성 자체 인증 마크의 신청 시 필요한
점검 목록을 지침에 추가하고, 업체의 자체 점검 완료 후 SCC의 검증을 받도록 함
1)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s: 영국의 공공분야 CCTV 전문 감독기관으로 2012년 자유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13년 CCTV 행동규범을 제정하는 등 관련된 법 제도의 제ㆍ개정 및 집행을
지원
2) SCC, 2019. 6., Form and guidance on self-certification for manufacturers of Video Surveilla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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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정성 자체 인증 기준) 비디오 감시 시스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SCC에 제출해야 함
< 비디오 감시 시스템 제품의 안전성 자체 인증을 위한 점검 사항 >
구분

내용
Ÿ

최초 전원을 켤 때 기본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변경이 가능해야 함

Ÿ

장치에 암호 강도3) 기능을 제공하며, 안전하지 않은 암호를 허용하지 않음

하드 코딩된

Ÿ

제품에 하드 코딩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암호4)

Ÿ

제품에 안전하지 않은 백도어5)가 없어야 함

Ÿ

구성요소의 기능에 필요한 프로토콜만 장치에서 실행되고 불필요한 포트는

기본 암호

프로토콜 및
포트

기본적으로 실행이 중지되어야 함
Ÿ

프로토콜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문서화

Ÿ

제조업체는 식별된 취약점을 알리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암호화

ONVIF
프로토콜8)

Ÿ

웹 기반 인터페이스와의 모든 통신에 HTTPS6)를 사용

Ÿ

신뢰할 수 없는 모든 네트워크 통신에 TLS7)를 사용

Ÿ

제품의 유휴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 실시

Ÿ

제품 부팅 시 기본적으로 ONVIF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함

Ÿ

새로운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생성될 때까지 제품에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비활성화해야 함

Ÿ

원격 접속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비활성화되어야 함

Ÿ

장치는 사용자 동의 없이 공급자 제어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되지 않음

Ÿ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서버는 기본 구성에 원격 접속 기능이 없어야 함

SW

Ÿ

제조업체는 SW 업데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제공 센터를 보유

업데이트

Ÿ

중요 SW 업데이트는 제품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실시

보안 테스트

Ÿ

제조업체는 보안 테스트의 절차와 방법을 문서화해야 함

IEEE 802.1x

Ÿ

IEEE 802.1x9)를 적용

원격 접속

3) password strength: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 안전성의 강도를 검사하는 것
4) 비밀번호 및 시스템 접속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소스 코드 내에 적어두는 것을 의미함
5)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시스템을 만든 회사의 프로그래머가 직접 접속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특정 계정
등을 열어 놓는 것
6)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월드 와이드 웹 통신 프로토콜인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
7) 전송 계층 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컴퓨터 네트워크에 통신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 규약
8) 개방형 네트워크 비디오 인터페이스 포럼 프로토콜(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Protocol): 감시
카메라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국제 보안 표준 프로토콜
9) 포트기반 네트워크 접근 제어에 대한 IEEE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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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영국은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제조ㆍ조립하는 업체가 실시하는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적인 인증 마크를 발급하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등 인증
체계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음
o 이번에 개정한 지침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
부착하는 인증 마크는 SCC의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인증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Referen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10183/
Secure_by_Default_Requirements_and_Guidance_FINAL.pdf?_ga=2.198331046.828125067.1566734374953193414.156673437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cure-by-default-self-certification-of-video-surveillance-systems
#full-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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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재정부,
5G 네트워크 통신 운영에 대한 국가 안보법 시행 (2019. 8. 1.)
프랑스는 사이버보안 안전보장을 위해 자국 내 운영되는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의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5G 네트워크 통신 운영에 대한 국가안보법》1)을 시행 (2019. 8. 1.)

▶ 개요 및 경과
o 프랑스는 5G 네트워크 통신 운영과 관련된 국가의 사이버보안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공급되는 5G 네트워크 장비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5G
네트워크 통신 운영에 대한 국가 안보법》을 시행
- 프랑스 영토에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공공분야의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는 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장비 승인 신청서 제출 및
승인된 장비로의 교체 명령, 벌금 부과가 가능
o 동 법은 2019년 4월 10일에 국회에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7월 24일에 상원을 통과함
▶ 주요 내용
o (목적) 국방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유지하면서 5G 네트워크 통신의 상용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에 대한
총리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o (사전 승인 대상) 《방위법》 제1332-1조2)에 따른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공급자를 통해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HW 및 SW를 포함한 5G 네트워크
장비는 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최종 사용자에 설치되거나 독립적인 네트워크 등 별도로 구성된 전기장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대상 장비의 목록은 통신규제청(ARCEP)3)과 협의 후 총리의 명령에 따라 설정될 예정
1) LOI n° 2019-810 du 1er août 2019 visant à préserver les intérêts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 de la France dans le cadre de l'exploitation des réseaux radioélectriques mobiles
2) L.1332-1 du code de la défense: 국가 주요 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및 작업을 시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사업자는 국가안보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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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내용) 사전 승인에 대한 주요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5G 네트워크 장비의 사전 승인 관련 주요 규정 >
구분
사전 승인

내용
공공 5G 네트워크 통신의 운영자는 인증을 요청하는 장치의 모델과 버전을

Ÿ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신청

총리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Ÿ
허가 기준

있으며, 국가기밀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함
- 보안성, 안전성, 가용성, 기밀성, 기술력 등을 검토

유효 기간

Ÿ

허가받은 장비의 유효 기간: 8년

및 갱신

Ÿ

허가 갱신: 유효 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

Ÿ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 시

작동한 경우 신청서 제출 및 자비 복원 명령, 5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30만

벌칙

세부 절차

유로의 벌금 부과 가능
Ÿ

사전 승인의 세부 절차 및 신청 서류의 구성ㆍ양식은 통신규제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o (보고서 제출)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의 사전 승인
현황에 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를 2020년 7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함
▶ 시사점
o 동 법은 5G 네트워크 통신 상용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수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o 프랑스 내에서 운영되는 공공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사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5G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된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8864094&categorieLien=id
http://www.senat.fr/espace_presse/actualites/201906/exploitation_des_reseaux_radioelectriques_mobiles.html#
c647647
3)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1997년에 설립된 통신 분야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전자통신망과 통신서비스의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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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인터넷 불법 복제 사이트 접근 방지를 위한 검토 보고서 발표 (2019. 8. 8.)
일본 총무성은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 사이트1)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법적ㆍ기술적 검토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2)를 발표 (2019. 8. 8.)

▶ 개요 및 경과
o 일본 총무성은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의 대용량화 및 콘텐츠 처리ㆍ전달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불법 복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된 법적ㆍ기술적 주요 검토 내용을 정리한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접근 방지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
- 통신 비밀 보호와 인터넷의 원활한 이용을 고려하면서 접근 경고 및 필터링 등의
기술적인 대응 방법, 출판업계 등 주요 관계자들 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에 따라 설정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높은 단말기
부문의 필터링 강화 등의 방지 방안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사용자
인식과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
o 이번에 발표한 검토 보고서는 올해 4월에서 8월까지 4차례 대국민 검토회의3)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임
▶ 주요 내용
o (목적)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법적ㆍ기술적인 검토 내용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 방향을 제안함
o (네트워크 부문) 접속 경고 방식4)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접속처(IP)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프라이버시나 통신의 비밀 보호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1)
2)
3)
4)

영화, 만화 등의 콘텐츠가 권리자의 승낙 없이 위법으로 업로드 되는 사이트를 의미함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へのアクセス抑止方策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검토회는 2019년 4월 19일, 6월 3일, 6월 20일, 8월 5일에 실시하였음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의 접속
처를 체크하고, 사용자에 의해 불법 복제 사이트로의 접속을 감지하였을 때 경고 화면을 표시시키는 등의
구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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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취득하면 접속 경고 방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약관 등에 의한 포괄적 동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신의
비밀과 검열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 접속 경고 방식을 실시 및 운영할 경우 사용자의 표현 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주거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이 되지 않는 최소의 범위가 되도록 사이트를 선정해야 함
- 따라서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접근 억제는 사용자의 인식과
의향, 기술 변화, 시스템의 비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
o (단말기 부문) 이미 청소년 대상 필터링 서비스, 보안 SW 등 단말기에서 이용 가능한
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단말기 부문의 불법 복제 사이트 접근 억제 방안 >
구분

기존의 청소년용
필터링 서비스

내용

Ÿ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청소년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을 열람 제한하는 서비스 보급 확대

Ÿ

불법 복제 사이트 목록을 SW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원

Ÿ

PC 또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보안 SW에 필터링 기능5)을 탑재 및
보급 지원

보안 SW의
필터링 기능
활용

Ÿ

필터링을 보안 SW의 기본 기능으로 설정하도록 지원

Ÿ

SW 사업자에게 콘텐츠 권리자 및 필터링 대상 불법 복제 사이트 목록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

Ÿ

PC 또는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나 OS, 백신 프로그램 등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강화

Ÿ

기능 추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의 형태에 대한 지속적 협의 시행

Ÿ

필터링 등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가 합리적일 수 있도록 대상 사이트의
범위를 선정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목록의 신속한 갱신 및 반영이 중요

o (기타 방안) 국경을 초월한 단속 등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주요 국가 및 관계
기관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

5)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로의 접속이 감지된 경우 경고 표시 또는 열람 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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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본 보고서는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접근 억제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관계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권리자 단체, 실제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o 이번에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일본은 불법 복제 사이트 접근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속한 도입과 실행을 할 수 있는 필터링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응용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
※ Reference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638089.pdf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8_01000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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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안전부,
국가 사이버보안 행동계획 발표 (2019. 8. 7.)
캐나다 공공안전부1)는 2018년에 기수립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2)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까지의 부문별 추진 계획을 포함한 《국가 사이버보안 행동계획》3)을 발표 (2019. 8. 7.)

▶ 개요 및 경과
o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수립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부문별
실천계획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행동계획》을 발표함
- 계획의 목표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사이버보안 시스템 ▲혁신적 사이버보안 생태계
조성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부문으로 설정
- 각 목표 부문별 중점적으로 추진할 14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실행 기관과
달성 계획을 제시
o 캐나다의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은 2010년에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2018년에 발표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o (목적)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5년간 실행해야 할 과제별 추진 계획을 제시
o (계획의 목표 및 정의) 본 계획의 목표와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안전하고 탄력적인 사이버보안 시스템: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며, 국가 주요 공공 및 민간 부문 시스템을 방어
- 혁신적 사이버보안 생태계 조성: 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술ㆍ지식에 대한 첨단 연구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지원
1) Public Safety Canada(PSC): 캐나다의 안전과 국가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2003년에 설립되었
으며, 기관의 주요 임무는 재난 안전 및 범죄ㆍ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
2) PSC, 2018,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진화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의 목표를 제시함
3) PSC, 2019, 「National Cyber Security Action Plan(20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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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연방정부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국가 사이버보안을 향상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
o (중점 추진 과제 및 계획) 2024년까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문별 과제와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캐나다 사이버보안 행동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 >
목표

과제
Ÿ

내용

국가 중요 인프라 소유자

Ÿ

또는 운영자 지원

확대, 산업제어시스템 자문위원회 설립 등

Ÿ

사이버보안 위협 평가 개선

Ÿ

다양한 관계자의 요구를 반영

Ÿ

양자컴퓨터 기술 활용

Ÿ

양자컴퓨터 기술 기반 정보 보호 체계 마련

Ÿ

금융 및 에너지 부문 지침 개발

Ÿ

금융과 에너지 부문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Ÿ

사이버보안 위협정보 수집

Ÿ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Ÿ

사이버범죄 집행 역량 강화

Ÿ

사이버보안 분야 학생 취업 지원

Ÿ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보안

안전하고
탄력적인
사이버보안
시스템

혁신적

강화하기 위한 자문 및 지침 개발 확대
Ÿ
Ÿ

위협정보의

수집

및

국가 사이버범죄 및 사기 정보에 대한 공개

Ÿ

사이버범죄 조사팀 확대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시행

Ÿ

사이버보안 분야 학생에게 산업계 진출 및
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행

Ÿ

사이버보안 인식 개선 교육 및 평가인증
시행, 국가 사이버보안 인증 표준 개발

Ÿ

사이버보안 정책 역량 강화

Ÿ

사이버보안 협력 프로그램

Ÿ

사이버보안센터 역량 강화

Ÿ

사이버보안 국제 전략 체계

Ÿ

사이버보안 및 에너지 관련

Ÿ

정책기관과 실무집행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이슈에 대한 사전 대응 정책 개발

Ÿ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자금 지원

민관 및

강화

국제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ㆍ운영

평가 및 인증

국제협력

국가

정보공유를 강화

사이버보안
생태계 조성

사이버보안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훈련

Ÿ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 제공 능력 강화

Ÿ

국제 사이버보안 실무 그룹 출범, 관련 전략
및 정책 개발, 국제회의 주최 등

Ÿ

미국과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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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시사점
o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사이버보안이 정부ㆍ민간ㆍ개인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o 이에 따라 향후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의 역할이 민관 및 국제협력 부문으로
확대되고, 양자 컴퓨터 기술과 같은 첨단 연구개발에 보조금 지원 및 취업 교육
훈련이 강화되는 등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Reference
https://www.publicsafety.gc.ca/cnt/rsrcs/pblctns/ntnl-cbr-scrt-strtg-2019/index-en.aspx
https://www.publicsafety.gc.ca/cnt/rsrcs/pblctns/ntnl-cbr-scrt-strtg-2019/ntnl-cbr-scrt-strtg-2019-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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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가교통위원회(NTC),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제 권고안 발표 (2019. 8. 12.)
호주 국가교통위원회(NTC)1)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에 대비한 규제 개혁 정책의 하나로
C-ITS2)와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권고안3)을 발표 (2019. 8. 12.)

▶ 개요 및 경과
o 호주 국가교통위원회(NTC)는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차세대 교통 시스템
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정보
접근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권고하는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접근 규제 권고안》을 발표함
-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
수준을 구분 및 설정해야 함
-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법제도 및 표준을 개선하려는
경우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을 권고
o NTC는 본 권고안의 작성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에 토론 보고서4)를 발표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함
▶ 주요 내용
o (목적) 차세대 교통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의 유형과 양이
증가함과 동시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정보 접근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권고하는 것임

1)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국가교통위원회법(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Act 2003)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교통 안전과 생산성, 환경적 성과, 규제 효율성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2)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의 도로 및
교통 상황 정보,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기존의 ITS 기술은
유선통신 기반의 일방향 인프라 중심의 시스템인 데 반하여 C-ITS 기술은 현장 중심의 양방향 무선통신
기반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Recommendations approved by the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Council in August 2019, 「Regulating
government access to C-ITS and automated vehicle data」
4) Discussion paper, 2018. 10., 「Regulating government access to C-ITS and automated vehic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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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칙 및 권고사항)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된
법제도 및 표준 개발 시 다음과 같은 설계 원칙을 권고함
<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제 시 고려사항 >
순번
1

내용
Ÿ

C-ITS 및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개인정보보호의 이점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해당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 공개를 적절히 제한해야 함

2

Ÿ

기존의 국가ㆍ국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접근 체계와 일치하도록 노력

3

Ÿ

관련 법규에 데이터 접근 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보호 개념을 포함

4

Ÿ

포괄적이고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중립적 용어로 데이터를 정의해야 함

5

Ÿ

정부 기관의 데이터 관리 정책은 개인정보보호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Ÿ

법원의 명령 및 별도의 법령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경우, 해당

6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보장
Ÿ

데이터 활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접근 수준을 명시

7

Ÿ

데이터의 수집ㆍ사용ㆍ공개 시 그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통지해야 함

8

Ÿ

개인이 기대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

9

Ÿ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데이터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10

Ÿ

데이터의 보안성 확보 지원

11

Ÿ

정기적인 데이터 검토 시행

▶ 시사점
o 호주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되고 있는 정보가 법 집행,
교통안전 및 관리 분야에서 정책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생체 인식 및 생물학적 센서, 위치정보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o 이번에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관련된 법제도 및 표준 제ㆍ개정 시
해당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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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https://www.ntc.gov.au/Media/Reports/(06905F60-E689-12BC-F6AA-4CDB8BC802E2).pdf
https://www.ntc.gov.au/about-ntc/news/media-releases/introduction-of-automated-vehicles-bring-new-challeng
es-for-data-access-and-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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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비즈니스의 법적 이슈 및 앞으로의 과제

이효경 충남대학교 부교수
• (現)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 (現) 한국기업법학회 총무이사
• (前)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BK21연구전임강사
• (前) 관동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Ⅰ. 플랫폼비즈니스의 최근 동향
오늘날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다.1)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보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급성장하고 있다.2)
미국의 4대 플랫폼 기업으로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와 같은 대형 IT기업을
일컫는 빅테크(BigTech)3)는 다수의 고객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오고
1) 황혜정, “탈 규모 시대의 제조업, ‘플랫폼 비즈니스’로 도약한다”, LG경제연구원, 2018.12.21., 1면(아래 표의
출처)

2) 황혜정, 상게보고서, 1면
3)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대규모 자금력, IT 기술력, 이용자를 보유한 비금융회사를 가리킨다. 금융감독원 보
도자료,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2019.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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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발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법 규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최근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원활히
상품ㆍ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이 가능지면서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장기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플랫폼비즈니스를 둘러싼 법적 문제
1. 플랫폼의 정의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이며 인터넷상의 서비스에 관련한 용어에 한정하더라도 그
의미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5) 플랫폼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상의 거래장소를 말한다.6) 이러한 플랫폼 개념에서 발전된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혹은 다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의 특징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계층의 그룹
들을 연결시켜주는 인터넷상의 플랫폼이라 정의할 수 있다.7)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으로서 ① 새로운 시장을 창출이나 전통적인 시장에 도전하며, 대량
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편집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 ② 다면
시장(multisided markets)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만 사용자 그룹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
용에 대한 관리 수준이 다양할 것, ③ ‘네트워크 효과’의 편익을 받을 것, 광범위하게 말하면
서비스의 가치가 이용자 수에 따라 증가할 것, ④ 즉시 용이하게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하
여 IT기술을 이용할 것, ⑤ 디지털 분야의 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특히 데
이터 수집을 포함한 중요한 가치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를 촉진하며 새로운
전략적인 의존성을 창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8)
플랫폼사업자는 어떠한 기업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1) 다면시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 (2) 각종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효과를 이용하고 있을 것,
(3)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매칭을 제공하고 있을 것 등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비즈니스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9)
4) 자본시장연구원,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현황과 대응 방향”, 『자본시장포커스』(2019-16호), 자본시장연구
원, 2019, 1면
5) 藤原総一郎·殿村桂司·宇治佑星,＂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上)＂,『NBL』,1072号,
株式会社商事法務, 2016, 14頁
6) 플랫폼의 개념에 대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법률에 채택된 법적 용어도 아니고 법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도 아니다.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외법
논집』, 제41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48면
7) 홍대식ㆍ최요섭,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제28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74면
8) COM(2016) 288 final(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66514160026&uri=CELEX:52016DC0288) (2019.8.2. 방문)
9) 伊藤健·佐藤広大,＂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戦略とデータの価値を巡る議論 : ビジネスモデルの特徴
と金融サービス業への示唆＂,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第22卷第3号,野村資本市場研究所, 2019, 11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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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비즈니스와 소비자보호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대표적인 법령은 「전자상거래법」이다.10)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1)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규제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의 구성을 불투명하게 하여 고객이 자신과
체결한

거래계약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

민사법적

해결방법과 소비자법적인 해결방법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12)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자를 ‘통신판매업자’라고 한다. 동법 제2조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또 동법 제2조제4호에서는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을

불투명하게

구성하여

고객이

거래계약의 당사자를 플랫폼 운영자로 볼 수 있었다면 불투명성에 따른 책임이 바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13) 따라서 이에 따른 소비자법적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의2 제1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역할을 함에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그 책임을 피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에 따라 2016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자와 유사한 책임을 부과하였다.14)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서 청약의
10) 김성천, “EU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지침 토론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동향』, 제87호, 한국소비자원, 2018, 18면
11) 곽관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기업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8, 142면
12) 이병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20면
13) 이병준, 상게논문, 20면
14) 곽관훈, 전제논문,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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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를 받거나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같이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15)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를
하고 결제업무를 수행한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하여도 통신판매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이든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이든 유사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16) 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17)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20조의2 제2항).18) 한편 통지 내지 명시의 내용으로
사업자들이 자신은 단지 시장에 불과하고 중개의 역할만 담당한다는 전형적인 면책을
받아들이고 있어 특별히 책임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 적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19)
(2) AI 확산과 온라인플랫폼
일본

금융청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심의회

금융제도스터디그룹

중간정리인 ‘기능별ㆍ횡단적인 금융 규제체계를 위하여’20)에서 규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안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사법적 해석과 규제법상 목적의 충돌
15) 곽관훈, 전제논문, 144면
16) 곽관훈, 전제논문, 145면
17) 즉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8) 현행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업자가 제공한 신원정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그 적절성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너무 과하고 형식적 심사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병준, 전게논문, 22면
19) 2019년도에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자상거래법의 부분개정안 4개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이병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학술자료집발표문,
한국경제법학회, 2019, 37면 이하
20) IT의 진전 등에 따른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2017년 11월 16일 금융심의회 총회
에서 ‘기능별·횡단적인 금융 규제 정비 등 정보기술의 진전 그 외의 일본의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토
대로 한 금융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자문이 이루어졌고, 이 자문을 받고
금융심의회는 ‘금융제도 스터디 그룹’을 설치하고 9차례 심의를 해왔다. 원문은 金融庁、「金融制度スタ
ディ・グループ中間整理―機能別・横断的な金融規制体系に向けて―」（https://www.fsa.go.jp/
singi/singi_kinyu/tosin/20180619.html, 2019.8.2.방문). 우리나라에 번역으로 소개된 문헌은 김자봉·노형식,
『일본 기능별ㆍ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9, 21면

- 30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43 (Aug 2019)

기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21) 즉 금융거래에 새로운 수단이 이용될 때 새로운 수단과
관련된 민사법상의 취급과 금융규제 내의 취급이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계약에 대해 민사법적으로 수용하더라도,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소비자보호 등의 규제목적이 어떻게 적절히 실현될 수 있을지 검토 필요가 있다고
한다.22) 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계약은 사람의
개입이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사법적
해석은 이를 수용하더라도, 익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융규제법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자의 과실 등에 의한 계약이행의 실패에 대하여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한다.23) 이러한
문제점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계약과 행위의 주체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가 실현되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규제기법‘이 도입되면, 법적 분쟁의 발생 시 민사소송 중심으로 할 것인지, 혹은
행정절차를 도입할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로 될 것이다.24)
한편, AI에 의한 빅데이터 해석에 의한 새로운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이 전개될 것인데
축적되어진 정보의 분석, 가공, 처리와 그 결과의 이용과 활용에 있어서 매칭을 할 때
AI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호텔 등의 숙박, 항공권, 콘서트
등의 티켓 거래의 경우, 호텔, 항공사 등 서비스 제공 사업자 스스로 AI를 활용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로 AI가 이용되고 있다. 이 때 기계반응은 사람의 행위인가 아닌가, 사람의
행위로 생각한다면, 누구의 어떠한 행위인가,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문제(손해의 발생 등)가 발생할 경우 누가(혹은 무엇) 책임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 그
책임의 성질이나 내용은 무엇인가, AI 에 의한 빅데이터 해석의 질이 낮아서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것을 개선할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25)

Ⅲ. 앞으로의 과제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다수의 고객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금융산업에서 은행과 경쟁하는

21)
22)
23)
24)
25)

김자봉·노형식, 상게 보고서, 59면
김자봉·노형식, 전게 보고서, 60면
김자봉·노형식, 전게 보고서, 60면
김자봉·노형식, 전게 보고서,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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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협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송금 및 지급결제, 보험상품, 대출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빅테크가 금융분야에서 빠른 성장세와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발전 등에 의해 금융을 둘러싼 환경에도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나 금융기관의 위상도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제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있다. 이 경우
금융법상

규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장기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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