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CASE

인터넷 법제동향
LAW&CASE

국내 입법 동향
Ⅰ. 입법 동향

1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 국회제출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11.13)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최근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결제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대행업체, 게임사 등 관련
업체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통신과금서비스
의 계약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
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
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 제76조제3항제20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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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 국회제출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3.11.1)

LAW&CASE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2012년 처음 발생한 스미싱은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182건, 피해액은 5억7천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 8월까지 23,090건, 피해액이 44억4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스미싱의 대부분은 발신번호 변경이 용이한 인터넷발송 문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역무로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에 따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진입규제
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스
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13호 및 제22조제2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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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 」 국회제출 (김도읍의원, 2013.11.27)

LAW&CASE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래 ICT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그 특성상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규제 측면에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관련 산업
진흥에서의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고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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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기술의
LAW&CASE

연구・개발 등의 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 부담금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설립 및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국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클라우드컴퓨팅의 지역 확산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공공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사업자를 발굴ㆍ육성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와 이용자는 서로 합의하여 정보통신자원 등을
수치인(受置人)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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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LAW&CASE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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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 동향
LAW&CASE

1

미국 상원, 사이버안보에 관한 공공인식증진법안 발의 (2013.10.31)

■ 개요
○ 미국 상원의원인 로이 블런트(공화당-미주리州), 쉘던 화이트하우스(민주당-로드
아일랜드州), 린지 그라함(민주당-사우스 캐롤라이나州) 및 리차드
블러멘탈(민주당-코네티컷州)은 2013년 10월 31일 사이버안보에 관한
공공인식증진법안(Cyber Security Public Awareness Act of 2013, 이하 법안)을
발의하였다.

■ 입법 배경

○ 최근 몇 년간 범죄자, 해외 정보기관 및 군사기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은
빈도와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지식재산의 탈루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야기하였으며 주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 및 정부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 그러나 대체로 소비자, 기업 및 정책입안자들이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위험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이에 따라 상기 법안이 발의되었는바, 동 법안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보고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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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구성
○ 동 법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LAW&CASE
LAW&CASE

조문

제목

제1조(Section 1)

소제(小題, Short Title)

제2조(Section 2)

판단사항(Findings)

제3조(Section 3)

정부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Cyber Incidents Against Government Networks)

제4조(Section 4)

사이버범죄에 관한 기소(Prosecution For Cybercrime)

제5조(Section 5)

사적부문에서의 사이버 침해사고 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Response To Requests For Assistance In Private Sector Cyber Incidents)

제6조(Section 6)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주주에 대한 보고
(Reporting To Shareholders Of Cyber Risks And Cyber Incidents)

제7조(Section 7)

주요 사회 기반시설 규제 기관
(Regulators Of Critical Infrastructure)

제8조(Section 8)

주요 사회 기반시설 기관의
사이버보안 향상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보고
(Research Report On Developing Technologies That Would Enhance Cyber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Entities)

제9조(Section 9)

사이버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연방 법원의 사전조치
(Preparedness Of Federal Courts To Promote Cybersecurity)

제10조(Section 10)

대중인식에 대한 장애
(Impediments To Public Awareness)

■ 주요 내용

○ (보고서 제출 의무) 법안은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등 국가안보 및 법집행기관에
대하여 연방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일상적인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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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토안보부 장관은 (1) 국방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 요약, (2)
행정기관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 건수, 유출된 데이터의 양 및 관련 침해를 복구하기 위한
LAW&CASE

예상 비용의 총계 수치, 그리고 (3) 사이버 침해의 위험에 관하여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a)항)
- 법무부장관 및 미연방수사국장은 사이버 침입,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 침해(computer or
network compromise), 또는 불법적인 해킹과 관련하여 사법부가 시행한 조사 및 기소에
관한 정보 보고서(제4조(a)(1)항) 및 연간 갱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b)항)
- 또한, 보고서는 상기 행위에 대한 집행, 조사 및 기소에 충당된 재원을 적시하여야 하며
기소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법적 장애에 대해서 언급하여야 한다.(제4조(a)(2) 및 (3)항)
- 또한 법무부 장관은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와의
협력을 통하여 (1) 연방 법원이 봇넷(botnet) 및 그 밖의 사이버범죄와 위협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구제조치를 승인하였는지의 여부 및 (2) 민･형사적 절차와
규칙, 연방 사법제도에 대한 재원(財源), 할당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역량과 전문성, 연방
민법 및 형사법에 관하여 제안된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 (인식 제고 조항) 나아가 동 법안은 국가의 주요 사회 기반시설,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사업 및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을 노리는 위협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3년간 매해 (1) 재무제표상의
사이버위험과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하여 증권발행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 및 (2)
직원 지도 등을 포함한 증권거래위원회 행위의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a)(1) 및 (2)항)
- 국토안보부 장관은 또한 다음에 대한 의무가 있다.

(1) 국가경제 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민간
기관의 네트워크 방어와 관련하여, 연방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정책 및 절차를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 제출(제5조(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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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간 매년 특정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취약성과 사이버위협의
발생률(prevalence) 및 국방부와 사적 기관의 협력 활동의 각 부문별 활용 정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제7조(b)항)
LAW&CASE

(3)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강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접근법에 관한 보고
서의 제출을 위한 미국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 또는 연방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개발 기업과의 계약(제8조(a)(1)항)

(4) 사이버위협에 관한 대중의 인식 제고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한 연간 보고서 제출
(제10조(1) 및 (2)항)

■ 배경 및 경과
○ 현재까지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대중이
사이버안보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법안은
사이버안보 관련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민간 부문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http://beta.congress.gov/bill/113th/senate-bill/1638/actions
http://www.blunt.senate.gov/public/index.cfm/news?ID=883d9962-f966-4926-811390be93e1c35b
http://www.gpo.gov/fdsys/pkg/BILLS-113s1638is/pdf/BILLS-113s1638is.pdf
http://www.infosecisland.com/blogview/13102-Senators-Introduce-Cyber-Security-PublicAwareness-Act.html
http://www.iowaenergycenter.org/2013/11/senators-push-for-cybersecurity-awareness-inwake-of-cyber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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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감시투명화법(Surveillance Transparency Act of

2

2013) 발의 (2013.10.30)

LAW&CASE

■ 개요
○ 미국 상원은 2013년 10월 30일「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에 의해 승인된 특정 감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
2013년 감시투명화법 」을 발의하였다.

■ 배경 및 경과

○ 미네소타州 민주당 상원의원 알 프란켄(Al Franken)은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이하 NSA)에 의한 국내 감시 제도 시행이 밝혀진 후에도 동 제도의 영향을 받는
미국인의 수와 감시 대상 통신의 범위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이들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이 전무한 현실을 비판하였다.
- 또한 강력하고 영구적인 감시 투명성 규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양당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7월 18일에는 63 개의 회사 및 시민단체 연합이 정부로 하여금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대통령과 의회에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프란켄 상원의원은 10월 30일 「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이하 FISA) 개정을 위한 「 2013년 감시투명성법 」(Surveillance
Transparency Act of 2013)을 발의하였다.
- 이 법안은 「 1978년 FISA 」와「 2001년 애국자법 」1)에 근거한 특정 감시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 보고 요건을 확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 공개의 원활화 등 감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1)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USA PATRIOT) Act of 2001)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2월호

95

□ 주요 개정내용

○ (의무적 보고 요건 강화) 법안의 Sec. 2는 「1978년 FISA」와 「2001년 애국자법」에 근거한
감시제도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의무적 보고 요건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LAW&CASE

①대규모 수집권한과 ② 개별화된 수집권한 간에 다소 구별을 두었다.
- 대규모 수집권한(large-scale collection authorities)을 부여하는 근거법 : 애국자법 Sec.214
(펜 레지스터: 인터넷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 동 법 Sec.215 (영업기록: 전화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 및 FISA Sec.702 (해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PRISM
제도)
- 개별화된 수집권한(individualized collection authorities)을 부여하는 근거법 : FISA Sec.105
(미국 내에서의 감시를 위한 “전통적”인 FISA 명령), FISA Sec.703 (미국 밖의 미국인에
대한 전자적 감시), 및 FISA Sec.704 (미국 밖의 미국인에 대한 비전자적 감시)
- 개별 권한에 대해서 정부는 ‘FISA 법원’이 발부한 명령의 수, 수집된 정보주체 개인(외국인
및 미국인)의 개략적인 수를 매 년 공개해야 하지만, 수집한 전자 및 유선통신의 내용과
메타데이터 주체의 개략적인 수는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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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Sec.406
펜 레지스터
및 발신번호
추적기 사용에 관한
보고

Sec.502
영업기록
요청에 관한
보고
Sec.707
미국 밖의
특정인에
관한
추가적인
절차 보고

(a) 일반조항 – 매년 4월, 법무부장관은 미국법원행정처와 의회에 전년도에 대한 다음의 내용
을 보고해야 함
(1) 전자적 감시 승인명령 또는 그 명령 연장의 총 신청 건수
(2) 그러한 명령 또는 명령 연장의 총 승인, 수정 또는 거절 건수
(3) 이 장(title)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수행된 전자적 감시의 대상이 된 개인의 총 수. 이 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00명 미만’으로 표시하고 개별적인 수를 명시하지 않음
(4) 이 장(title)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수행된 전자적 감시의 대상이 된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
주권자의 총 수. 이 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00명 미만’으로 표시하고 개별적인 수를
명시하지 않음.
(b) 보고 형식 – 이 section에 의해 요구되는 각 보고는 기밀이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보고가 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해야 함
(c) 펜 레지스터(pen register) 및 발신번호 추적기(trap and trace device)의 사용에 대한 연례
보고
(1) 매년 4월 법무부장관은 의회에 전년도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이 장(title)에 근거한 펜 레지스터와 발신번호 추적기의 사용을 승인하는 명령의 총 신청건
수
(B) 그러한 명령의 총 승인, 수정 또는 거절 건수
(C) 이 장(title)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승인된 펜 레지스터와 발신번호 추적기의 사용에 의해 개
인의 전자적 또는 유선통신 정보를 얻은 경우 그 개인의 개략적인 총 수
(D) 다음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개략적인 총 수
(i) 이 장(title)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승인된 펜 레지스터와 발신번호 추적기의 사용에 의해
개인의 전자적 또는 유선통신 정보를 얻은 경우 그 미국인 개인
(ii) 이 장(title)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승인된 펜 레지스터와 발신번호 추적기의 사용에 의해
개인의 전자적 통신 정보를 얻어 그 정보가 연방 공무원,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검
토되거나 접근이 된 경우 그 미국인 개인
(iii) 이 장(title)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승인된 펜 레지스터와 발신번호 추적기의 사용에 의해
개인의 유선통신 정보를 얻어 그 정보가 연방 공무원,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검토되
거나 접근이 된 경우 그 미국인 개인
(E) 이 장(title)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승인된 펜 레지스터와 발신번호 추적기의 사용에 의해 얻
은 전자적 또는 유선통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방 공무원,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컴퓨
터로 지원되는 검색의 총 건수와 검색어가 미국인의 전자적 또는 유선 통신 정보로부터의 정
보를 포함한 경우의 검색의 총 수
(2) (C)호 및 (D)호에서의 개략적인 총 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00명 미만’으로 표시하고
개별적인 수를 명시하지 않음
(3) 보고 형식 – 이 section에 의해 요구되는 각 보고는 기밀이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보고가 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해야 함
(4) 이 subsection의 그 무엇도 펜 레지스터 또는 발신번호 추적기의 설치 또는 사용을 승인하
거나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이들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LAW&CASE

Sec.107
전자적 감시에 관한
보고

주요 내용

- 동 Section은 Sec.501에 근거한 유형물의 생산 요청을 승인하는 명령에 대하여 주요 내용이
대체로 상동함
- 법무부장관의 보고사항 중 다음이 추가됨: (F) 전년도에 전자 또는 유선 통신의 내용을 얻기
위해 Sec.501에 근거한 명령을 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증명
- 매년 4월 법무부장관은 의회에 전년도에
● sec.702에 근거해 발령한 지침
● sec.703에 근거해 발령한 명령
● sec.704에 근거해 발령한 명령
이상 세 가지와 관련한 보고를 하여야 함
- 주요 내용은 대체로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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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공개) 법안의 Sec. 3는 개인정보의 수집・생산 명령을 따른 개인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유형과 생산된 정보의 주체의 총 수를 공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공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 동 section에서도 개별 권한의 경우 정부는 ‘FISA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수, 명령
LAW&CASE

준수비율, 생산한 사용자 정보의 수는 공개하지만, 전자 및 유선통신의 내용과
메타데이터 관련 정보주체의 수를 공개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Sec.901(b))

- 1978년 FISA의 마지막 부분에 Title IX를 추가하고 다음의 규정을 두었다.

Sec.901

(a) 일반조항

명령 또는 지침을 받은 자는 매 6월마다 전 6월의 기간에 대한 다음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명령 또는 지침의 총 수
- 그러한 명령 또는 지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따른 경우 그 명령 또는 지침의 총 수 또는 백분율
- 명령 또는 지침에 따라 정부가 수집하거나 정부에 제공된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 개별적 사용
자 또는 계정의 총 수

(b) 통신내용의 공개

매 6개월마다 전자 및 유선 통신의 내용 및 통신 관련 기록 등 정보의 주체로서의 개인, 개별적
사용자 또는 계정의 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

(c) 개별적 공개 허용
수의 범위

개인, 개별적 사용자 또는 계정의 수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500 미만’으로 표시하고 개별적인
수를 명시하지 않음

(d) 면책

이 section에 따라 공개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e) 해석

이 section의 무엇도 명령 또는 지침을 따르는 행위 및 이 section에서 승인하지 않은 공개 행위
의 적법성 또는 불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평가
○ 미국 연방정부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이 수집 ・생성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총 건수 등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스스로 어떠한 감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리처드 살가도(Richard Salgado)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감시의 성질에 대한 투명성의 부재는 시민들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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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국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법무자문위원인
로버트 리트(Rober Litt)는 개인 정보가 수집된 미국인의 정확한 수를 집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우선, 정보 주체가 미국인인지 여부 및 그들의 정확한 수를 판단하기 위해 NSA가 전자메
LAW&CASE

일 주소 등의 정보를 평소보다 자세히 살펴볼 경우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프
라이버시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않고 그로인해 자발적인 보고를 하지 않는 기업
을 쉽게 선별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 참고자료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3/s1621/text
http://beta.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1621?q=%7B%22search%22%3A%5
B%22s.1621%22%5D%7D
http://www.franken.senate.gov/files/documents/130801TransparencySummary.pdf
http://www.theverge.com/2013/11/13/5099592/al-franken-questions-officials-insurveillance-transparency-act-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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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이슈
독일 지방법원, 유선 인터넷 정액제의 경우 텔레콤은 속도를 제한할 수 없

1

다고 판결 (2013.10.30)

LAW&CASE

■ 개관
○ 쾰른 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30일 독일의 최대 전기통신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이 유선
인터넷 정액제의 계약 체결 시 특정한 전송량에 도달한 시점부터는 인터넷 속도가
제한되도록 한 텔레콤의 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유선 인터넷
정액제의 경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LG Kоln Urteil
vom 30.10.2013, 26 O 211/13)

■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이치 텔레콤이다. 도이치 텔레콤은 최신의 인터넷
서비스 제품 두 가지를 광고하였다. 이들은 각각 초당 200MB로 전화 및 인터넷을 할 수 있
는 DSL 정액제와 초당 50MB로 전화 및 인터넷을 할 수 있는 VDSL 정액제이다.

○ 도이치 텔레콤은 2013년 5월 2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약관 규정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유선으로 인터넷 정액제를 새로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전송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조회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광대역
에서 속도를 줄이는 기술적인 전환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 그런데 도이치 텔레콤은 일정한 데이터의 전송량(업로드 및 다운로드)부터는 인터넷 접속
시 전송속도(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초당 384KB로 제한하였다. 즉 전송되는 데이터는 매
월 75GB, 200GB, 300GB, 400GB로 구분되어 있었고, 전송되는 데이터양은 매월 계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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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노르트라인 웨스트 팔렌 주의 소비자보호중앙협회다. 원고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
과 관련하여 “이 약관의 적용을 금지하고 만일 적용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의사
표시”를 제출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만일 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장래에 이에 위반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증거가 된다.
LAW&CASE

○ 도이치 텔레콤은 이의 제출을 거부한다고 전화로 알렸다.

○ 소비자보호중앙협회는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피고의 약관 규정은 민법상 약관의 내용통
제 규정(민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을 위반한다고 하였다.

※ 관련조문
- 제307조(내용통제) 제1항 :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는 효력이 없다. 부당한 불리함은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아하
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에 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제2항 제2호 : 어느 조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부당한 불리함이
인정된다.
2. 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때

■ 판결이유

○ 쾰른 지방법원은 피고의 약관에 기재된 계약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기 때
문에 약관에 의한 속도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정액제(Flatrate)의 개념에 대한 판단
- 정액제란 평균적인 고객에게 유선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특정한 접속 속도에
대해서 고정된 가격과 관련되고 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 부당한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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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제에는 제한이나 추가비용이 없다. 데이터의 량에 따라서 또는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량을 제공하여 사후에 가격을 높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약 시 약속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정액제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LAW&CASE

○ 계약 목적을 위태롭게 함
- 계약 체결 시 약속한 서비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성질로부터 도출되
는 권리를 제한하여 계약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다. 또한 오늘 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서
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에 대한 요구가 특히 TV나 영화의 스트리밍과 관련하여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이나 소위 파워 유저에게도 이러한 제한은 계약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다.

○ 의외조항(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데이터양의 제한을 부동문자로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약관에 정한 것은 의외조항에 해당
한다(민법 제305c조 제1항).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의 형태와 일치할 수 없고 또한 도이치
텔레콤이 ‘정액제’라고 광고한 내용과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즉 유선 전화의 정액제 고객
은 속도제한을 생각할 수 없으며 이를 약관에 정한 것은 이러한 고객의 기대에 모순되기
때문에 의외조항이라는 것이다.

※ 관련조문
- 민법 제305c조(의외조항 및 다의조항) 제1항 : 제반 사정, 특히 계약의 외적 현상 형태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약관조항은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는다.

■ 도이치 텔레콤의 대응
○ 정액제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도이치 텔레콤은 2013년 11월 30일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도이치 텔레콤은 앞으로 정액제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의 최대량을 명확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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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DSL 요금제를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며 데이터의 양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진정한 정
액제도 비싼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평가 및 전망
LAW&CASE

○ 이 판결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하지만 속도제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텔레콤은 정액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서 동일한 요금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판결의 확정으로 텔레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통신사업자에게도 영항을
미칠 것이다.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州) 소비자보호중앙협회는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도 속도를 제한하는 정액제를 금지하도록 경고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http://www.vz-nrw.de/media225074A
http://www.cr-online.de/blog/2013/10/31/bandbreiten-drosselung-der-telekom-auf-dempruefstand/
http://www.telemedicus.info/article/2661-LG-Koeln-Telekom-darf-Drosseltarif-nicht-alsFlatrate-verkaufen.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Telekom-nennt-Drosseltarife-nicht-mehrFlatrate-20582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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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독당과 사회민주당, 디지털 아젠다와 IT 관련 법률의 추진을 위한

2

대연정 합의 (2013.11.27)

LAW&CASE

■ 개관
○ 독일의 기독당(CDU, CSU)과 사회민주당(SPD)은 2013년 11월 27일 앞으로 4년간 18대
국회에서 이행할 대연정 계약의 합의내용을 공개하였다.
- “독일의 미래를 구축한다”라는 제목의 대연정의 합의내용은 크게 8개의 대주제로 구성되
어 있고, 그 중 네 번째 주제인 “사회의 단결”이란 항목에서 디지털 아젠다를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 주제인 “현대 국가, 내적 안전과 시민의 권리”란 항목에서 IT와 관련한 법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 향후 디지털 아젠다와 IT 관련 주제들은 18대 국회에서 대연정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법률의 형태로 구체화될 것이다.

■ 주요 내용
○ 독일을 위한 디지털 아젠다
- 기독당과 사회민주당의 대연정은 튼튼한 경제, 공정한 교육 그리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
터넷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프라와 관련하여 디지털화의 다음 단계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에너지
환의 성공의 여부는 에너지 공급의 디지털화에 달려 있으며, 교통과 관련한 인프라의 경우
사설 교통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디지털화되어야 하며, 국민보건과 관련해서는 통신과
기술을 연결해 주는 텔레마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IT 안전성이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화로 인한 회
의 기회와 경제적 잠재성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최근 미국 국가안보청(NSA)
의 인터넷 감청 사고는 디지털 사회가 쉽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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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정은 모든 관련기관이 수행할 '디지털 아젠다 2014-1017'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계, 노동계, ( 임금협상당사자 ), 시민사회 및 학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유럽에서 1위의 디지털 성장국이 되기 위한 전략
LAW&CASE

- (정보통신 관련 전략 수립) 대연정은 디지털경제를 위한 정보통신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 및 EU 차원에서의 최고 연구성과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이용 그
리고 모든 분야의 기업들을 위한 최적화된 성장요건이 속한다. 대연정은 이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독일과 EU의 정보통신산업이 글로벌한 안전
정책이 필요한 도전에 대처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 (핵심영역 디지털화) 대연정은 차량 및 기계, 물류사업, 국민보건경제와 같은 독일경제의
핵심영역을 디지털화하는 데 지원하고 기업을 위한 기본요건을 마련하여 이들이 글로벌
한 경쟁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 (미래 프로젝트 강화 조치) 대연정은 전통적인 산업을 ‘미래 프로젝트 산업 4.0’으로 디지
털화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고 다음 단계에는 지능화된 서비스(즉 스마트 서비스)로 확대
하고 그린 IT의 영역에서 프로젝트와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2)
- (기타 영역에 대한 강화 조치) 미래 프로젝트 산업 4.0 외에도 대연정은 지능화된 이동기
기, 스마트 그리드, 전자 헬쓰, 안전의 영역에 중점을 두어 독일 경제의 위치를 세계시장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수준의 클러스터와 연동프로젝트가 확대되
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빅데이터 관련 조치 강화) 대연정은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대기업
과 중소기업이 현재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할 것
이다. IT 안전성과 경제스파이에 대한 방지도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3)
- (기업설립의 완화) 대연정은 또한 기업의 설립을 완화할 것이다. 설립 절차의 간소화를 통

2) 이를 위해서는 최고수준의 연구결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능력의 집중화, 모델지역의
선정, 선구적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식전달자가 중소기업 및 전통적인 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3) 빅데이터 관련하여 대연정은 빅데이터를 위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분석을 위한 방법과 도구들을 개발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지식센터를 건립하고, 학제간의 전략적인 응용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대연정은 또한 고성능컴퓨터 분
야에서 각 주와 EU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서 독일의 최고의 지위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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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속하게 기업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IT 분야의 기업의 설립을 원활히 하
고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의 국제화를 원조할 것이다.○ 디지털
교육과 연구 – 정당하고 혁신적으로
-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활용 능력 증대) 디지털 전략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
LAW&CASE

이 안전하고 책임의식이 있게 인터넷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이들의 미디어활
용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 (유치원 및 학교의 미디어프로그램 확대) 대연정은 ‘자유로운 사회적 디지털 원년 모델프
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미디어의 사용능력이나 응용 능력을 공
익기관의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디지털 프로젝트의 전환과 미디어활용능력의 전수에 있
어서도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디어 및 정보 능력의 전수는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서 인터넷에서의 데이터보호와 안전을 위한 중심적인 조치로서 간주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미디어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이 평가
되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자립성’은 미디어 활용능력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
이다.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확대) 공개 (연구) 데이터 뱅크,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 자료에
대한 공개접근을 위한 국내, EU 및 국제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확대할 것이
다.
-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의 토대에 관한 연구 수행) 프로그램연구를 위한 이니셔티브와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강화되고 증대될 것이며 제도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공적
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인터넷 연구소는 인터넷의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정
치적・법적・윤리적 측면을 다루게 될 것이다.

○ 디지털 생활과 근로 – 기회와 권리의 강화
- (원격지 근로 환경 제공) 대연정은 또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원격지 근로의 제공도 구
축할 것이다. 디지털화는 인간의 생활을 더욱 간단하게 하고 근로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디지털화를 통하여 예를 들어 가족과 직업을 일치시키는
유연한 근로시간모델과 같은 새로운 것이 제공되었다. 대연정은 이를 장려할 것을 경제계
에 요구한다. 대연정은 또한 임금협상의 당사자들에게 원격지 근로(재택근무)모델을 장
려하고 이에 상응한 모델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지정한 원격지 근무처에서 근로자
의 권리를 강화하는 임금협상모델을 찾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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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인력 채용 시 프라이버시 한계 준수) 기업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온라
인 플랫폼을 즐겨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프라이버시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사회관
계망 또는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우회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채용정보를 수집
LAW&CASE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료분야의 원격진료 확대)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의 기회가 이용되고 있고 원격의료
가 증대하고 있다. 위험 환자나 만성 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경
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대연정은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통
제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다.
- (연방차원의 경고 및 정보제공시스템 제공) 대연정은 연방차원의 경고시스템과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SMS, 전자우편 또는
앱(app)을 통하여 사고, 위험, 천재지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연
정은 예를 들어 SMS 비상전화나 비상 앱을 위한 전화번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 (연방차원의 디지털화 부작용 해결방안 제공) 디지털화는 기회 외에도 위험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대연정은 온라인에서 기인한 중독관계에 대해서 예방과 조언을 연방차원에서
제공할 것이다.

○ 통신정보보관제도
- 대연정은 전기통신정보의 호출과 이용에 관한 EU의 지침(통신정보보관지침)을 국내법으
로 전환할 것이다(독일의 경우 이 지침을 전환한 법률이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
을 받아 아직 국내법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이 지침의 국내 전환으로 유럽사법재판소
가 내린 강제이행금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침을 전환하는 경우 저장되어 보관
중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중대범죄의 경우 및 법관의 허가에 의해서만 그리고 생명 및 신
체에 대한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호출되거나 이용되는 독일의 전기통신접속정보를 독일에 있는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야 한다. 대연정은 또한 EU 차원에서 통신정보의 저장기간을 현재의 2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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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형법 개정 추진) 대연정의 목적은 디지털 사회에서도 자유와 안전
이 균형을 이루어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연정은 형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정은 국제적인 조약의 체결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
이다. 대연정은 지금까지 여로 곳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보호관련 형벌규정들의
LAW&CASE

결함을 보완하여 체계화할 것이다.
- (형법개정의 예시) 대연정은 사회관계망과 인터넷포럼에서의 모욕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일방공중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피해
자들이 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에서의 사이버모빙(cybermobbing)이
나 사이버그루밍(cybergrooming)은 간단하게 신고되고 고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피
싱이나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중앙신고센터의 설치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개선
하고 수사를 원활하게 해 줄 것이다.

○ IT 인프라 및 디지털 데이터보호

- (IT 안전법 제정 노력) 대연정은 주요 사회기반 인프라를 위한 IT 안전성에 관한 최저요건
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중요 IT 안전사고 시 이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IT
안전법을 제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연정은 EU의 사이버안전략과 관련하여 EU차원
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 (인터넷 인프라 강화)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연정은 독일과 EU
의 인터넷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뢰의 공간으로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연정은
EU의 사이버안전전략을 지지하고, 기술적 주권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과 안전한 소프트 및 하드웨어의 발전과 안전한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및 EU 차원의 라우팅의 제공도 환영한다.
- (IT장비 개선) 대연정은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과 사이버방어센터의 시설을 확충할 것
이다. 대연정은 또한 독일의 보안기관의 IT 장비를 개선할 것이다.
- (통일적 플랫폼 제공)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연
정은 연방의 IT 네트워크를 연방네트워크라는 통일적인 플랫폼으로 연결할 것이다. IT 및
정보통신의 안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표준화위원회는 더욱 투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독
일은 이러한 국제적 위원회 뿐 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위원회, 특히 인터넷기술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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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관련한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전문가 육성) 대연정은 IT 안전과 주요기반 IT 인프라의 전문가를 육성할 것이다.

○ ISP의 책임 강화
LAW&CASE

- (고지의무 강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신들의 고객에게 자신들이 악성프로그램이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한다.
- (시민 참여 기회 확대) 기술적 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연정은 국내의 발전된 IT 안전기
술에의 참여를 시민들에서 장려할 것이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확대) 칩카드판독기, 암호화, 데 메일(De Mail) 그리
고 안전한 단대단 암호화 및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들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 EU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EU 개인정보보호법은 EU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통일적인 보호의 수준을 보장
하기 위해서 더욱 활기 있게 협의되어 신속히 가결되어야 한다. 대연정은 개인정보의 보호
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시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도 독일의 엄격한 기
준들을 유지하려고 한다. EU는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제공자들에게 EU
의 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통일적인 정보보호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목적구속성의 원칙, 데이터 사용의 최소성 및 안전성의 원칙, 동의의 유보원칙, 삭제할 권
리 및 데이터 이전권은 현재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장되어야 한다.
- 사법적 정치적 협력을 위한 EU 규정들에는 데이터가 다른 EU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독일
의 정보보호수준이 무력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 대연정은 국경간의 데이터처리를 포함하여 국내의 데이터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유럽차원
을 넘어서는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협상에 임할 것이다
- EU 통신사업자는 적어도 EU내에서는 통신연결을 암호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EU 통신사
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정보를 외국의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다른 종
류의 기업의 경우에도 이들이 보유한 정보를 제3국의 기관에 전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
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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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통신망 관련 국제법 제정을 위한 노력

- 디지털 세계에서도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통신망에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연정은 기본권이 디지털 세계에서
LAW&CASE

도 적용될 수 있도록 통신망에 관한 국제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시민 및 정
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적인 조약에서 보장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는 디지털 시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대연정 합의 내용 : http://www.spiegel.de/media/media-327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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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 인터넷접속의 암호화에 대한 최저기준 공

3

개 (2013.11.10)

LAW&CASE

■ 개관
○ 연방정보기술안정청(Bundesamts fĳ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은 2013
년 11월 10일 ‘TLS 프로토콜(Transport Layer Security Protocol)’을 이용한 전송포트의 암
호화를 위한 최저기준을 공개하였다.
- 이 최저기준은 연방행정기관은 물론 기업, 웹사이트운영자, 은행 등 기타 기관들이 자신들
의 IT 안전성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연방정보기술안전청법 제8조 제1항은 BSI에게 연방의 정보기술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적 최저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이 최저기준은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이해되고 있
다. 따라서 BSI는 역동적인 IT 위협상황을 근거로 신속하게 TLS 1.24)로 전환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 기준의 주요내용

○ 최저기준의 정의
- TLS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송포트의 암호화를 위해서 연방행정기관에서는 완전 순방향
비밀성(Perfect Forward Secrecy,PFS)’5)과 결합한 프로토콜 TLS 1.2 가 연방정보기술안전

4) TLS(Transport Layer Security)는 인터넷 프로토콜 암호화 규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예전에는 SSL(Secure Sockets
Layer)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TLS가 대세이다. SSL 2.0 이하는 보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PFS (Perfect Forward Secrecy)라 불리는 이 암호화 기술은 서버와 사용자 간의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서버의 개인키가 유출
되더라도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할 수 없는 기술로, 서버와 앱 그리고 웹 브라우저간 별도 세션을 구성하는 구조라서 각 세션
키를 알아내지 못하는 이상 암호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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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법 제8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통신표시의 양쪽에서 최저기준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인증된 제품이 있는 경우 여기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다른 기준과의 연관성
LAW&CASE

- 이 최저기준은 기술지침인 암호화절차(TR-02102-2)와 관련이 있다. 이 기술지침의 권고
사항은 최저기준을 전환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최저기준의 근거
- TLS 프로토콜(Transport Layer Security Protocol)은 불안전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전송
시 기밀성, 무결성, 진정성을 보장해 준다. TLS란 안전한 통신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암호
화 프로토콜이다(암호화 및 무결성 보호). 이것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홈뱅킹,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에서 민감한 데이터(특히 접속데이터, PIN, 패스워드 등)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 OSI 모델6)에서 TLS의 위치는 5계층(세션계층)에서 개방되어 6계층(표현계층)에서 작동
한다. 가장 흔하게 이것이 투입되는 목적은 웹사이트를 HTTPS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송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외 잘 알려진 응용사례는 이메일과 가상망(VPN)의 전송포트이다.
- SSL 프로토콜은 버전 1.0, 20. 3.0이 존재한다. 버전 1.0은 공개되지 않았다. TLS의 특별표준
은 IETF(Internet Engineerng Task Force)에 의해서 공개논의과정에서 표준화되었다. TLS
1.0은 SSL 3.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또한 TLS 프로토콜의 경우 버전 1.1과 버전 1.2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 평가 및 전망
○ 2011년 이후 SSL/TLS에 대한 공격이 알려지고 있다(예를 들어 beast, 범죄). TLS 1.1과 TLS
1.2에서 취약점이 제거되었다. 2013년에는 암호화알고리즘의 취약점들이 블록 암호화
(Block Ciper)에 대한 공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 취약점들은 현재 TLS 1.2에서만 제거되고
있다.

6) OSI 7 레이어 모델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1984년에 발표하였고 통신과정이 7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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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 서비스들은 SSL/TLS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https://www.bsi.bund.de/SharedDocs/Downloads/DE/BSI/Mindeststandards/
Mindeststandard_BSI_TLS_1_2_Version_1_0.pdf?__blob=publicationFile
LAW&CASE

https://www.bsi.bund.de/DE/Presse/Pressemitteilungen/Presse2013/BSI_veroeffentlicht_
Mindeststandard_fuer_verschluesselte_Internetverbindungen_08102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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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유럽평의회, 대규모 전자감시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촉구 (2013.11.7)

LAW&CASE

■ 개관
○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1월 7일 이틀에 걸쳐 세르비아 공화국의 벨
그라드에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기회, 권리 및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및 정보사회 주무 장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미디어 및 정보사회 주무 장관 콘퍼런스 후 2013년 11월 8일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의
주무 장관들은 "유렵평의회 주무 장관들은 미디어 및 정보사회에 대해서 왜 책임을 져야하
는가?" 라는 모토 하에 대규모 전자감시의 가능성이 남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남
용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컨퍼런스의 개최 배경
○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특히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 그리고 이에 따른 온
・오프라인상의 미디어의 자유의 측면에서 회원국 간에 더 많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법적
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평의회는 새로운 도전에 늘 직면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
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날이 갈수록 정보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다.

○ (인터넷 관련 부작용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 사이버 폭력, 사이버 표현의 자유 박탈
등의 현상은 유럽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유럽평의회는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
히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려고 한다.7)

7)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폭력의 선동과 증오심의 유발은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현
상에 대하여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규범과 실무적인 조치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한다. 유럽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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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에 관한 규범 논의) 이 컨퍼런스는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권리 그리고 인터넷과 관
련한 자유, 인터넷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다
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에 관한 규범들의 본질적인 역할의 지속은 수년간 유럽평의
회에서 발전된 근본적인 미디어의 가치의 중요성을 심사하는 관점에서 보면 논의의 중요
LAW&CASE

부분을 차지한다.

■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
구분
대주제 1

주제
인터넷의 접근과 기본권

Sub-theme 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유럽에서의 미디어8)

Sub-theme 2

인터넷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개인정보의 보호와 법률에 의한 적정절차9)

대주제 2

현재의 저널리즘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Sub-theme 1

현재의 저널리즘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Sub-theme 2

저널리스트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의 활동

Sub-theme 3

저널리스트 및 저널리즘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원칙
들

대주제 3
Sub-theme 1

새로운 미디어 환경시스템에서 다원주의, 다양성 그리고 질 - 기회와 위험
융합 미디어 : 같은 콘텐츠, 다른 법률?

8)이 보고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유럽의 미디어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위협들을
개관하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 활동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
는 프라이버시와 감시에 관한 인터넷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9)이 보고서는 오늘날 인터넷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인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에서 이에 맞는 프라이버시 기준을 정해야 하고, 수정된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신감시에 인권에 적용되는 원칙을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이 인터넷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 부문에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인권보호
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권을 가져야 하고 잠
재적 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할 것인가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디지털 문명률을
높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인권의 남용과 부패의 폭로를 촉진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럽평의회는 내부고발자
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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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heme 2
대주제 4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온라인에서의 증오언론 (Hate speech on-line)

LAW&CASE

Sub-theme 1

온라인상의 증오언론에 대한 유럽평의회 : 어려운 문제와 도전

Sub-theme 2

증오, 그 의미의 유혹(Hatred, a Solidification of Meaning)

Sub-theme 3

정치적 언론에 있어서 증오의 요소: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The hate factor in political speech
: Where do reponsibilities lie?)

■ 결의안의 주요 내용

○ 유럽평의회의 미디어 및 정보사회 주무 장관들의 컨퍼런스에서는 정치적 결의안을 채택
하였으며, 또한 의사표현의 영역에서 유럽평의회가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을 기술하고 있는
다음의 3가지 중요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 이는 우선 국내의 안전을 위해 수행되는 정보 수집과 전자감시는 인권을 존중하여 수행
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유럽 인권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보호의 필요성 증대
- 유럽평의회 주무 장관들은 오늘 날 유럽평의회의 일부 회원국에서는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회원국에게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외에 유럽에서 증오언
론의 증가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 국가의 권력남용 판단과 관련
- 장관들은 개인에 대한 신체적인 공격이나 위협 및 국가의 권력남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에 대한 부당한 감시와 언론인 및 미디어 지지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
다면, 새로운 공격행위를 옹호하여 처벌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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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인터넷의 보장
- 주무 장관들은 또한 인터넷의 자유를 촉진하고, 인터넷에 어떠한 손해도 부가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을 보편적이고 제한없는 공개적인 공간으로 보장할 것을 천명하였다. 시민
의 사생활에 부당한 간섭은 인터넷의 보편성과 무결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인터넷
LAW&CASE

에 대한 인간의 신뢰를 침해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 권고 내용

○ 주무 장관들은 다음 3가지를 권고하였다.
- 언론인과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해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
침을 마련할 것
-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할 것(이 지침서의 초안은 인터넷 관련 이
익단체와 협의를 위해 현재 공개되어 있다)

※ 참고자료

컨퍼런스 관련 자료 :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media/belgrade2013/default_
EN.asp?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media/belgrade2013/default_FR.asp?
유럽평의회 미디어 및 정보사회 주무 장관 콘퍼런스 개최 배경에 관란 자료 : http://www.coe.
int/t/dghl/standardsetting/media/belgrade2013/Ministerial%20Conf%20Concept%20paper.pdf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2월호

117

참고웹사이트
1. 국내 웹사이트
[1] 국회(http://www.assembly.go.kr)

LAW&CASE
LAW&CASE

2. 국외 웹사이트
[1] http://beta.congress.gov/bill/113th/senate-bill/1638/actions
[2] http://www.blunt.senate.gov/public/index.cfm/news?ID=883d9962-f966-49268113-90be93e1c35b
[3] http://www.gpo.gov/fdsys/pkg/BILLS-113s1638is/pdf/BILLS-113s1638is.pdf
[4] http://www.infosecisland.com/blogview/13102-Senators-Introduce-Cyber-SecurityPublic-Awareness-Act.html
[5] http://www.iowaenergycenter.org/2013/11/senators-push-for-cybersecurityawareness-in-wake-of-cyberattacks/
[6]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3/s1621/text
[7] http://beta.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1621?q=%7B%22search%
22%3A%5B%22s.1621%22%5D%7D
[8] http://www.franken.senate.gov/files/documents/130801TransparencySummary.pdf
[9] http://www.theverge.com/2013/11/13/5099592/al-franken-questions-officials-insurveillance-transparency-act-hearing
[10] http://www.vz-nrw.de/media225074A
[11] http://www.cr-online.de/blog/2013/10/31/bandbreiten-drosselung-der-telekomauf-dem-pruefstand/
[12] http://www.telemedicus.info/article/2661-LG-Koeln-Telekom-darf-Drosseltarifnicht-als-Flatrate-verkaufen.html
[13]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Telekom-nennt-Drosseltarife-nicht-mehrFlatrate-2058259.html
[14] http://www.spiegel.de/media/media-32776.pdf
[15] https://www.bsi.bund.de/SharedDocs/Downloads/DE/BSI/Mindeststandards/
Mindeststandard_BSI_TLS_1_2_Version_1_0.pdf?__blob=publicationFile

118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2월호

[15] https://www.bsi.bund.de/SharedDocs/Downloads/DE/BSI/Mindeststandards/
Mindeststandard_BSI_TLS_1_2_Version_1_0.pdf?__blob=publicationFile
[16] https://www.bsi.bund.de/DE/Presse/Pressemitteilungen/Presse2013/
BSI_veroeffentlicht_Mindeststandard_fuer_verschluesselte_

LAW&CASE
LAW&CASE

Internetverbindungen_08102013.html
[17]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media/belgrade2013/default_
EN.asp?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media/belgrade2013/default_
FR.asp?
[18]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media/belgrade2013/Ministerial%20
Conf%20Concept%20paper.pdf[17]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
media/belgrade2013/default_EN.asp?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
media/belgrade2013/default_FR.asp?
[18]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media/belgrade2013/Ministerial%20
Conf%20Concept%20paper.pdf

119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2월호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