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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동향
LAW&CASE

I . 국내 동향

1. 입법 동향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3.1.31. 국회제출)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내용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 제5항 및 제7항, 제76조 제3항 제20호의2 신설).

□ 개정이유
○ 최근 피싱이나 해킹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특별한 고지 절차 없이
결제 한도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피해규모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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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현재 관련규정의 미비로 통신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소액결제 한도증액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신종범죄로부터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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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2.12. 국회제출)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내용
○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안 제44조의2 제7항 신설).

□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해주는 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제한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은 해당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 또는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 등에 대해서는 삭제요구가
어려울 수 있음.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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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2013.1.31 국회제출)

LAW&CASE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제안이유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 가중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

□ 주요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제함(안 제34조의2제1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제65조제2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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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해외 동향
LAW&CASE

1. 입법 동향

1

미국 하원, 「소매점의 모바일 추적 기술사용에 대한 공지 법률」(안)
발의(2013.1.4)

□ 개요
○ 2013년 1월 4일 Jose Serrano 하원의원은 에너지상업위원회1)에 「소매점의 모바일 추적
기술사용에 대한 공지 법률」(안)2)을 발의하였다.

□ 법안의 주요 내용
○ 소매점포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해당 점포에서 모바일 기기의
추적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가게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① 모바일 기기의 추적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② 모바일 기기를 끄는 것으로 그러한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알림

○ 이 법은 입법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효과가 있다.
※ 법안의 구성

sec.1

sec.2

소매점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 추적기술의 사용 알림
(NOTICE REGARDING USE OF MOBILE DEVICE TRACKING TECHNOLOGY
BY RETAIL ESTABLISHMENTS)
연방통상위원회에 의한 집행
(ENFORCEMENT BY FEDERAL TRADE COMMISSION)

sec.3

정의(DEFINITIONS)3)

sec.4

발효날짜(EFFECTIVE DATE)

1) Commitee on Energy and Commerce
2) 「To require retail establishments that use mobile device tracking to display notices to tha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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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2:H.R.3629.IH:
http://uscode.house.gov/uscode-cgi/fastweb.exe?getdoc+uscview+t05t08+29+0++%28%29%20%20AND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5/57a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5/41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4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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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
수정법률 확정(2013.1.10)

□ 개요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8, VPPA)」의 수정법률안에 서명함으로써4) 법률로 확정되었다.

□ 배경 및 경과
○ 1987년 대법관 후보인 로버트 보크(Rovert Bork)의 비디오 대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대법관 임명이 좌절되었는바, 이를 계기로 비디오 대여기록도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로 인식되어, 1988년 VPPA가 발의되어 2002년 18 U.S.C 제2710조5)로
법제화되었다.6)7)

3) (1)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는 (A) 전화기나 (B) 상업적 모바일데이터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그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
(2) 모바일 추적 기술(MOBILE DEVICE TRACKING TECHONOLOGY)란 모바일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파신호의 개인적
사용의 이동을 추적하는 기술.
4) 미국에서의 입법은 법률안 제출 → 미국 의회 위원회 심의→ 미국의회 본회의 심의(하원과 상원 양원에 통과해야 함) → 대통
령의 서명 또는 거부권행사의 과정을 거치며,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5) 18 United Stated Code § 2710 - Wrongful disclosure of video tape rental or sale records
6) VPPA에는 비디오 대여업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원칙적으로 개인의 비디오 대여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규정
하고, 이 법에 위반되어 수집한 증거는 증거력이 배제되고, 이 법에 위반하여 대여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
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7) “personally identifiably information”, 비디오 테이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특정 비디오 자료 또는 서비스를 요청하였
거나 획득한 것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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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VPPA의 적용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상 모든 대여기록의 공개 금지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적용하게 되면, Netflix사의 대여 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어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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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Netflix 사는 이미 해외의 이용자들은 그들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하여
다른 회원들의 비디오 시청 선호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VPPA에 대해 25년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새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수정법률의 내용
○ (제3자 제공 동의) 이용자가 명시적인 방법으로 대여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
비디오 대여업자는 제3자에게 대여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때 동의(Consent)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한다.

○ (동의 방법 및 수단) 수정 법률은 동의의 방법 및 수단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고객의 법적 의무 및 금전적 책임에 대해 알리는 서식과 구별되는 다른
서식에 의하여야 하고 ② 동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공개를 하려는 시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시기 중 먼저 도달하는 경우로 정한 기간
동안(for a set period of time)에 미리 동의하는 것 중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건별(Case-by-Case) 또는
일괄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의 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

수정된 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

・원칙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 불가
・예외적 공개가능 사유
① 개인 자신에 대한 공개
②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식이 포함)
- 동의는 일정한 방법상 제한이 있음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단순한 이름이나 주소

① 별도의 서식을 마련할 것

④ 일상적인 경영상 공개하는 경우

② 동의 기한의 제한

⑤ 일정한 법적 기관(일정한 요건 있음)

③ 동의 철회의 기회 제공

⑦ 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
※ 개정전 VPPA와 수정된 VPPA의 비교
8) 이메일로 비디오 및 DVD 스트리밍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천 3백만의 서비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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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1/12/house-updates-1988-privacy-law-to-allow-online-sharing-ofnetflix-choices/
http://news.cnet.com/8301-1023_3-57563408-93/obama-signs-netflix-backed-amendment-to-video-privacylaw/
http://www.insideprivacy.com/united-states/the-video-privacy-protection-act-amendments-a-finalanalysis/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2710
http://privacy.med.miami.edu/glossary/xd_vppa.htm

3

독일, 헤센주 정보장물죄 도입에 관한 「형법」개정(안) 제출(2013.1.15)

□ 개요
○ 보안코드를 거래하는 행위나 보안이 설정된 데이터를 위법하게 취득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형법에 정보장물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2013.1.15
공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 법률안 제출 과정
○ 헤센주는 정보장물죄(Datenhehlerei) 신설을 연방정부에 입법 건의(2012.4.2)

○ 제83차 주정부 법무장관 컨퍼런스에서 정보장물죄를 형법에 도입 결정(2012.6.13-14)

○ 정보장물죄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받은 헤센주는 정보장물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2013.1.15)

□ 입법 배경 및 이유
○ 데이터 관련 범죄의 다양화
-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용의 활성화로 인하여 인터넷의 이용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남용의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제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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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을 통하여 데이터와 관련한 범죄구성요건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처벌의
필요성은 있으나 처벌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즉 현행 형법상 처벌의 필요가
있는 행위는 보안코드의 거래 및 원래 보안조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위법하게
획득하여 거래하는 행위인 바, 이에 대하여 처벌규정의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
LAW&CASE

○ 처벌법규의 흠결
- 현행 형벌규정들은9) 정보장물행위를 처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형법」
제202a조의 데이터 접근범죄의 경우 보안조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위법하게
획득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고, 인터넷상의 지하시장에서 위법하게 획득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자는 데이터를 사전에 직접 위법하게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형법 제202b조의 정보(데이터)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은
이 데이터를 이후에 사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자도 아니어서 「형법」 제263a조의
컴퓨터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데이터 거래자를 본범(예: 「형법」 제202a조의 데이터 접근범죄)의 방조나 교사자로
처벌을 고려할 수 있으나 데이터 거래자가 데이터를 판매에 제공할 때면 본범은
일반적으로 종료되어 방조나 교사로는 처벌할 수 없다.

- 위법하게 획득된 보안코드나 데이터의 교부는 「형법」 제202c조에 의해서 일부
처벌이 가능하나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같이 데이터가 직접 입력되는 경우에는
제202c조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의 흠결이 존재한다.

9) 「형법」 제202a조 이하의 소위 컴퓨터시스템관련 핵심범죄, 제263a조의 컴퓨터사기죄, 「저작권법」 제106조 이하의 저
작권 관련 정보의 침해죄, 「연방정보보호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인정보침해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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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독일 「형법」상 정보장물죄 신설(안)

「형법」제259a조(정보장물죄)
① 데이터(형법 제202a조 제2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번호나 그 밖의 보안코드 및 타인이 탐지하였거

LAW&CASE

나 그 밖에 위법한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번호나 그 밖의 보안코드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 구입(매입)하거나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이 탐지하였거나 그 밖에 위법한 행위로 취득한 데이터(형법 제202a조 제2항) 및 최종 권한 있는 자가
비밀번호나 그 밖의 보안코드를 통하여 보안장치를 한 데이터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매입하거
나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매각하거나 매각을 방조한 자도 이와 같이 처벌한다.
③ 형법 제247조, 제260조, 제260a조를 준용한다.
④ 미수는 처벌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오로지 정당하게 공무상 또는 직업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장물죄의 유형) 신설하려는 정보장물죄는 두 가지 기본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보안코드장물죄』로서 직접 인식할 수 없는 데이터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번호 및 그 밖의 보안코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고(「형법」 제259a조 제1항), 다른
하나는 『데이터 장물죄』로서 정당한 권리자가 비밀번호나 그 밖의 보안코드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59a조 제2항).

○ (정보장물죄의 성격) 정보장물죄의 성격은 재산범죄 내지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형식적 처분권에 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한 절도 및
횡령의 경우 특별한 공익이 있거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를 하도록 한
특별규정(「형법」 제248a조)을 적용하지 않고, 경미한 정보장물죄의 경우 기소편의주의
(독일의 경우 원칙적 기소법정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53조 및 제153a조를
적용한다.
- 특히 데이터장물죄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제로 하므로 정보기술시스템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형법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 정보장물죄는 비밀번호나 보안코드 또는 보안장치가 된 데이터를 위법하게 취득하는
모든 행위를 포섭함으로써 정보접근범죄(「형법」 제202a조)와 정보탐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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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02b조) 외에도 절도죄, 사기죄, 강요죄도 본 범죄의 본범(선행범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법행위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계약위반행위나 질서위반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LAW&CASE

○ (구성요건) 정보장물죄의 행위유형은 비밀번호나 보안코드 또는 보안장치가 된 데이터를
구입(매입)하거나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방조하는
것이다.
- 정보장물죄는 행위객체와 본범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외에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나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 고의는 연방정보보호법
(BDSG) 제44조 제1항에 상응한 규정이다.

○ (친고죄) 정보장물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247조)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친족, 후견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주거공동체 내에서 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제3항).

○ (가중처벌) 영업적으로 또는 조직범죄의 구성원으로서 정보장물을 취득하거나
(「형법」제260조)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정보장물죄를 영업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제3항).

○ (미수범 처벌)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어 정보가 불법적인 취득으로부터 보호된다(제3항).

○ (정보장물죄의 적용 예외) 정보장물죄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오로지 정당하게
공무상 또는 직업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코드나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에는
정보장물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https://netzpolitik.org/wp-upload/Gesetzentwurf-Datenhehlerei.pdf
https://netzpolitik.org/2013/neuer-straftatbestand-der-datenhehlerei-wir-veroffentlichen-dengesetzentwurf-des-landes-hessen/
http://www.internet-law.de/2013/01/fur-daten-soll-kunftig-gelten-der-hehler-ist-schlimmer-als-derstehler.html
http://www.lto.de//recht/hintergruende/h/gesetzentwurf-hessen-datenhehlerei-steuerdaten-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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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이슈
美 항소법원, 성범죄자에게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 사용을

1

전면금지하는 인디애나 주법은 헌법 위반(2013.1.23)

LAW&CASE

□ 개요
○ 미국의 제7순회 항소법원은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경범죄나 중범죄로 취급하는 인디애나법이 수정헌법 제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배경 및 경과
○ 인디애나법 §35-42-4-12 10)는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18세 미만의 자가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면서 고의로(또는 의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11), 인스턴트
메시지, 채팅방 프로그램12)을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은
§35-42-4-12(b)(1)-(2)13)에서 열거하는 자, 즉 인디애나 주법 §11-8-814)이 적용되어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범죄의 방식, 또는 범죄 발생 후 경과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10) 인디애나 35법(TITLE 35)은 형사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CRIMINAL LAW AND PROCEDURE), 그 중
42항목(ARTICLE 42)은 사람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OFFENSES AGAINST THE PERSON), 그 안의
4장(CHAPTER 4)에서는 성범죄(SEX CRIMES)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11)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social networking web site)”란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사람 간의 사회적인 소개를 원활하게 하는 사이트
(2) 웹사이트의 회원이 되어 다른 회원들과 통신을 하기 위해 사람으로 하여금 계정, 사용자명, 또는 비밀번호를 등록
또는 생성하도록 요구하는 사이트
(3) 회원으로 하여금 웹페이지 또는 개인 프로필을 생성하도록 하는 사이트
(4) 회원에게 다른 사람과 통신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이트
이 용어는 전자 메일 프로그램 또는 게시판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Indiana Code § 35-42-4-12(d)).
12)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채팅방 프로그램(instant messaging or chat room program)”이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회원 또는 등록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정, 사용자명, 또는 비밀번호를
생성하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회원 또는 인증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통신을 타이핑 된
글자를 사용해 통신을 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함. 이 용어는 전자 메일 프로그램 또는 게시판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음(Indiana Code § 35-42-4-12(c)).
13) §35-42-4-12(b)에서는 12조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14) 성범죄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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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 성범죄로 체포된 존 도(John Doe, 익명)는 2003년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조건으로 석방되었지만 인디애나 주에 성범죄자 등록을 해야 했다. 이에
Doe는 메리온 카운티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인디애나법이 수정헌법
LAW&CASE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고, 지역 법원은 집단소송으로 인디애나법의
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15)

○ (사실심 법원의 판단) 사실심 법원은 Doe가 성인전용 소셜 네트워크나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인디애나법의 적용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동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규정은 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충분한 다른 대체적인
수단을 남기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동법이 아동을 보호하는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를 상당히 포함하지만, 이 법에 의해 범죄자들이 아동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의
인터넷에의 접근은 여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의 적용 범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 결정에 대해 Doe가 항소하게 되었다.

□ 판결 내용
○ (판결 파기환송) 제7순회 항소법원은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경범죄나 중범죄로 취급하는 인디애나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과 관련된 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바, 본 사건에서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인디애나 법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1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5) 집단 소송의 원고는 인디아나 법에 따라 성범죄자 또는 강력범으로 등록하도록 요구된 어떤 형태의 감시 없이
풀려난 메리온 카운티의 주민, 또는 인디아나 법§35-42-4-12(b)(2)에 열거된 범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35-42-4-12(a)의 명시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메리온 카운티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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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제한) 성범죄자들에게 이용이 금지되는 웹사이트는 미성년자의 등록이
허가되고 웹페이지나 개인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인기 사이트인 아마존이나 유튜브, 씨넷등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디애나법은 과도한 제한이다.
LAW&CASE

- 인디애나주는 미성년자와 성범죄자 간의 원치 않거나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 사용의 전면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다.16)

○ (입법의 흠결) 이 법은 오직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iOS나
안드로이드 앱으로 접속되는 소셜 네트워크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게시판은 성인전용 소셜네트워크와 함께 법의 범위에서 명백히
배제되어 있으므로 입법의 흠결도 존재한다.

※ 참조
http://news.cnet.com/8301-13578_3-57565423-38/sex-offenders-have-right-to-tweet-appeals-court-says/
http://www.in.gov/legislative/ic/2010/title35/ar42/ch4.html
http://www.ca7.uscourts.gov/tmp/PA1FFTHB.pdf

독일 연방대법원, 도메인등록인에 의한 성명권 침해를 인정,

2

도메인 관리책임자의 방해자책임은 부정(2012.12.13)

□ 개요
○ 연방대법원은 2012.12.13 도메인등록인(보유자)이 타인의 상호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경우 민법상 성명권의 침해로 파악하여 이의 말소를 인정하였으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를 위임받은 도메인 관리책임자(Admic-C, Administravtie Contact)의
경우에는 성명권 침해로 야기되는 ‘방해자책임’을 부정하였다. 도메인 관리 책임자의

16) 비례성 원칙 중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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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자책임은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실제로 높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7)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LAW&CASE

○ 원고는 처음에는 Deutsche Landwirtschafts-Gesellschaft(독일 농업협회)라는 명칭을,
2008.10.23부터는 이의 이니셜을 딴 DLG라는 명칭을 사단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B. R. 서비스 회사의 대표로서 외국에 소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의
도메인을 DENIC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메인 관리책임자인 바, 미국
플로리다주 C. 시에 주소를 둔 DLG. C. Corp.라는 기업은 ‘dlg.de’라는 도메인을 피고를
통하여 도메인 등록기관인 독일 인터넷 정보센터18)(DENIC, Deutsches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 등록하였다. 이에 원고는 ‘www.dlg.de’ 도메인이름의 말소에
동의해 줄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독촉비용을 피고가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으며, 1심인 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19),
피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법원의 판단
○ 성명권 침해 인정 - 도메인이름의 말소 청구가능
- 항소법원은 민법 제12조20)의 성명권 남용의 관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21)
원고는 DLG라는 성명을 등록하여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명에 적합한
표시라고 하면서 원고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이러한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도메인이름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17) BGH, Urteil vom 13.12.2012 - I ZR 150/11 - dlg. de
18)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국가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을 두지 않고 도메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19) LG Stuttgart, Urteil vom 19.10.2010 - 17 O 172/10.
20) 독일민법 제12조(성명권) : 타인이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투는 때 또는 타인이
권한 없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권리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21) OLG Stuttgart, Urteil vom 21.07.2011 - 2 U 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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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자책임 인정22)
- 피고는 도메인 관리책임자로서 도메인보유자가 행한 성명권 침해에 대해서 도메인의
등록 및 관리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권리침해에 대해서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소위 ‘방해자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LAW&CASE

○ (상고제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송의 기각을 청구하며 상고를 제기하자 원고는 이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 연방대법원의 판단
○ 성명권 침해 인정 - 도메인이름의 말소 청구가능
-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도메인보유자에게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면서 도메인보유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의 등기된 성명인 ‘DLG’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12조의 성명권 침해에서 도출하였다. 또한 DLG라는 표시에 대한 독일 상표권은
도메인보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도메인보유자도 DLG로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와 동일한 성명권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무권리자가 구별
가능한 제3자의 성명을 도메인으로 등록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제12조의 무권한
성명권 사용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타인의 성명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명이
무권리자에 의해서 독일에서 최상위 레벨 도메인인 ‘.de’로 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된
것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명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다.

○ 도메인 관리책임자의 방해자책임 부정
- 연방대법원은 도메인 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방해자책임’을 부정하였다.
항소법원은 피고가 논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를 승낙하여야 한다는

22) 방해자책임(Storerhaftung)은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와는 달리 권리의 침해에 직접 행위자로서 또는 방조자로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의욕적으로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여 그 침해에 기여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독일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인정한 민사책임의 한 유형임. 주로 ISP의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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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방해자책임’에서 도출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즉,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견해23)를 원용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마구잡이로 확보하여(즉 사이버커팅)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행위, 2009.10.23. 부터
LAW&CASE

단지 몇 개의 문자로만 구성된 도메인이름도 등록이 허용되어 도메인이름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그러한 도메인이름을 곧 대량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점 및
전문적인 도메인 관리 책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발생하는 의무와 책임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등록하여 관리하는 도메인이름으로 발생할 성명권침해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연방대법원은 방해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심사의무는 오로지 실제로 높은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도메인을 투기목적으로 등록하여
상표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는 도메인 관리 책임자에게 방해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도메인 관리책임자의 방해자책임을
부정하여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으므로 항소법원은 이제 도메인 관리책임자에게 실제로
고도의 위험한 상황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출처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Datu
m=2012&Seite=2&nr=62932&pos=64&anz=3398
http://www.internet-law.de/2013/01/bgh-dlg-de.html

23) 연방대법원은 도메인 관리책임자의 방해자책임과 관련하여 Basler Haar-Kosmetik 판결에서 ‘피고에게
방해자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 등록으로 발생할 권리침해를 심사할 법적 의무가 필요한데, 그러한
의무는 도메인 관리 책임자로서의 기능과 직무상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높은 위험한 상황의
존재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도메인보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을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서 수집하여
등록한 도메인이름들이 어쩌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메인
관리자의 심사의무를 발생시키는 고도의 위험상황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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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접속불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3

책임 인정(2013.1.24)

□ 개요
LAW&CASE

○ 연방대법원은 2013.1.24 통신사업자의 실수로 약 2개월간 인터넷24)에 접속할 수 없었던
고객에게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5)

□ 사실관계
○ 한 통신사업자의 고객인 원고는 자신의 요금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의
잘못으로 약 2개월간(2008.12.15–2009.2.16) 자신의 DSL 인터넷 접속이 정지되어
인터넷 접속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유선전화, 텔레팩스, 인터넷 접속 등
자신의 DSL 접속 가능성이 정지된 것에 대하여 하루 50유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하였다.

□ 연방대법원의 판단
○ 연방대법원은 경제재의 이용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기능의 장애가
전형적으로 생활 자체의 실질적인 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인터넷의 이용가능성은 일상생활에 중요한 경제재이므로 인터넷의
이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텔레팩스의 이용 정지에 대한 판단(손해배상청구 부정)
- 텔레팩스는 텍스트나 그림을 전통적인 우편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전송할 가능성만
제공하기 때문에 텔레팩스의 이용 정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였다.
텔레팩스의 이용 정지는 전자우편에 의한 텍스트나 화상데이터의 전송으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텔레팩스의 이용 정지는 전형적인 사적 생활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4)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의 이용 가능성을 일상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재로 인정하였다.
25) BGH Urteil vom 24. Januar 2013 – III ZR 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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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전화의 정지에 대한 판단(손해배상 부정)
- 유선전화의 이용 가능성은 중요한 경제재에 속하지만 피해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탈락된다고
하면서 원고는 이용 불능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였고 이에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LAW&CASE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의 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 인터넷의 정지에 대한 판단(손해배상 인정)
-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전화와 텔레팩스 이용보다는 자신의 인터넷 접속을 더 많은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이를 정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 항상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개인의 경제적 생활을 위한 사적 영역에서도
전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인터넷은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가령 백과사전, 잡지 또는 TV와 같은 다른
정보전달매체보다 정보를 보다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포럼, 블로그 및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인터넷은 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나 공법상의무이행 등을 위해서 점차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대다수 시민들의 생활을 결정하는 매체로 각인되어 발전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의 정지는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경제재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출처
https://netzpolitik.org/wp-upload/Gesetzentwurf-Datenhehle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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