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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7. 2. 13.)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제안이유
o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범위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함(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1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13 (February 2017)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017.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o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따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o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o 현행법에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예측가능성을 높이
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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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게시된 악플로 인하여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o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않고,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여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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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2017. 2.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량의 공연(음악, 스포츠 등)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o 또한, 수강 신청, 온라인 투표(오디션, 각종 시상식 등), 게임 등에서 일반인의 정당한
선택 또는 한 표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o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함(안 제48조제4항)
o 제48조제4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1항제11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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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7. 2.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
하고 있음
-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나, 국가 전반의 일자리와
분배체계의 혼선, 윤리적 판단기준의 변화, 법적 책임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자동화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 구조적ㆍ윤리적 문제를 선제적ㆍ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는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능정보
관련 기술의 발전 단계 및 특성에 따른 관리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을 수립
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25조)
o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
o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제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지능정보
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6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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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7. 2.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상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
하는 사업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신규 기업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고절차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o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9조제4항)

o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제 1항 제4호 신 설 )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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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017. 2.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품질
인증을 하는 제도

o 최근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o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32조)
o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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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2.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공연 등의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티켓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가격을 높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주요내용
o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o 제21조의2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제3항제7호ㆍ제8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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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017. 2. 1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뮤지컬ㆍ콘서트 등의 각종 공연 관람권 및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o 최근에는 오프라인을 넘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 거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공연법」 상에서는
이러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주요내용
o 누구든지 공연을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
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9조의2 신설)
o 제9조의2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2항
제1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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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7. 2.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화사업은 시스템 구축 후 매년 10% 내외의 유지보수 등 경직성 예산이 수반되고,
개선ㆍ고도화 추진 시 국가재정이 지속 투입되는 성격의 사업인 만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항공보안
정보화시스템은 법적 근거가 미미한 실정임
o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구축ㆍ운용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o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해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 등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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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가 준비 중인 IoT 사이버보안 트러스트 라벨제 관련 갈등 고조
(2017. 2. 2.)

유럽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개정 통신법안 중 IoT 사이버보안 트러스트 라벨제를
둘러싸고 유럽위원회, 유럽 규제 기관 및 산업 단체 간의 이견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음 (2017. 2. 2.)

▶ 개요
o 유럽위원회는 IoT 사이버보안 기기에 대한 등급제 부여를 위한 트러스트 라벨(Trust
Label)과 보안 인증제를 마련 중
o 유럽 보안 산업 단체인 Eurosmart가 트러스트 라벨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통신 규제 기관인 BEREC은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의 발달과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
▶ 주요내용 및 법안 찬반 의견
o 2016년 4월 유럽위원회가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촉진책의 일환으로
유럽산업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와 관련된 작업 문서(staff working
document)1)를 통해 IoT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에 대한 수준별 등급제의 필요성을 기술
- IoT 분야와 관련하여, 보안, 책임,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트러스트
라벨(trusted label) 제도 도입 계획을 제시
- IoT 제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청(ENISA,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의 감독 하에 트러스트 라벨을 의무적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
o 현재, 유럽위원회는 식음료 구매 시기를 알려 주는 IoT 기반의 냉장고나 자동 브레
이크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카, 지능형 차량 등 다양한 인터넷 커넥
티드 기기들을 대상으로 트러스트 라벨 시스템 적용 기준안을 마련 중2)

1) 클라우드 컴퓨팅, ICT 표준화, 전자정부, IoT, 퀀텀 기술 및 고성능 컴퓨팅/빅데이터 등에 관한 보고서와 제안서
등이 포함돼 있으며, IoT 산업 촉진 및 보안 트러스트 라벨링과 관련된 상세 문서는 다음을 참조: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dvancing the Internet of Things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6. 4. 19.
2) 향후, 유럽위원회와 Eurosmart 등 보안전문단체들의 협력 하에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11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13 (February 2017)

해외 입법 동향

EU

- 트러스트 라벨 제도를 통해 IoT 기기별 보안 수준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안수준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
o 2016년 10월 디지털 보안 산업 분야의 민간 단체인 Eurosmart는 유럽위원회가 유럽
IoT 트러스트 라벨과 보안 인증 촉진을 포함한 유럽 내 사이버보안 법률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요청
- 동 단체는 모든 IoT 서비스 사업자들이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에 사이버보안 트러
스트 라벨이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할 것을 주창
- Eurosmart의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IoT Security Committee는 유럽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종 이용자들이 손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IoT 트러스트
라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3)
o 한편, EU 통신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The Body of European
Regulato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의 기관장인 세바스쳔 소랴노(Sebastien
Soriano)4)는 2017년 2월 1일 개최된 BEREC 회의에서 유럽위원회의 사이버보안 트러스트
라벨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
- 유럽위원회의 IoT 트러스트 라벨 계획은 신규 IoT 서비스 및 기기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
으로써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에 차별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IoT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지나치게 조기에
취해진 조치나 표준의 도입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 통신 규제 기관들이
보다 탄력적인 규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Reference
http://www.iottechnews.com/news/2016/nov/02/eurosmart-calls-european-cybersecurity-enforcement-framework/
http://www.euractiv.com/section/digital/news/top-telecoms-regulator-takes-aim-at-commission-plan-for-cybersecurity-labels/
http://www.cso.com.au/article/608284/can-european-trust-labels-tackle-iot-security-woe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6-1409_en.htm
http://www.eurosmart.com/news-publications/press-release/239-eurosmart-advocates-cybersecurity-trust-label-for-the-internet-of-things.html
http://www.prweb.com/releases/2016/10/prweb13802106.htm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6SC0110

3) 이 외에도 IoT서비스 공급자의 기기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 평가 방법 및 개별적 리스크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프랑스의 통신 규제기관인 Arcep 기관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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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로봇세 도입 반대 (2017. 2. 16.)

유럽법사위원회의 인공지능 및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 결의안이 유럽의회의 표결을
통과했으나, 이 중 로봇세 안건이 폐기됨에 따라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주창론자들과
산업 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 (2017. 2. 16.)

▶ 개요
o 2017년 2월 16일, 유럽법사위원회가 지난 1월 제출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된 결의안1)이 유럽의회(EU Parliament)의 표결을 통과
- 결의안은 유럽의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23표, 기권 85표로 무난히 통과했으나,
로봇에 대한 과세 부분은 제외됨
o 채택된 결의안은 최종적으로 유럽위원회 승인에 의해 확정되며, 유럽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거부 시 이에 대한 타당한 의견 제시가 필요
▶ 주요 내용
o 결의안은 로봇과 관련된 법적 책임, 안전 및 노동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자율주행차량 도입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와 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s)’이라는 법적 지위 부여 문제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
- 로봇을 위한 특수한 법적 지위 부여는 로봇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할당하고, 로봇이 자율적인 결정을 하거나 제3자와의 독립적인 상호작용2)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
o 유럽의회는 법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으나, 로봇세3)와 관련된
내용은 부결 처리

1) DRAFT 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2016.5.31., European Committee on Legal Affairs
2)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은 타 차량 및 주변 사물 등과 자율적인 결정에 입각하여 상호작용(데이터 송수신,
명령을 주고 받는 활동 등)을 함
3) 산업 및 서비스용 로봇 확산에 따른 노동 재배치와 사회적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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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의의 쟁점
o 결의안을 작성한 매디 델보(Mady Delvaux) 유럽법사위 위원은 로봇세 통과가 기각된
것에 대해 의회가 개방적이며 전향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며
실망감을 표출
-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과 인공지능(AI)은 현재 사람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므로, 현행 조세 체계 하에서는 부와 사회적 영향력의 분배 면에서 잠재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고 미래 고용과 사회 안전 시스템의 존립에 관한 우려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4)
o 반면,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을 비롯한 로봇 산업계에서는
로봇세가 산업계를 위축시키고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의회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
- IFR은 자동화와 로봇의 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며, 로봇세
도입이 로봇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
- 동 단체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산업 선진국일수록 로봇 밀도와 고용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언급
-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로봇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즉,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며 재화의 최종 소비자 가격까지 낮춘 기업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한다는 점
에서 로봇세는 공평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5)

o 그러나 이 같은 반대 논리에도 불구하고, 로봇세 도입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매디
델 보 가 언급한 부의 불평등과 고용 구조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기본
소득 논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Reference
http://newatlas.com/eu-robot-law-proposal-passes-parliament/47971/
http://www.forbes.com/sites/timworstall/2016/06/23/more-eu-lunacy-robots-should-pay-social-security-taxes-for-the-pensions-they-wo
nt-get/#380ef7843633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NONSGML%2BCOMPARL%2BPE-582.443%2B01%2BDOC%2BPDF%2BV0//EN
http://www.the-american-interest.com/2016/06/22/eu-moves-to-tax-robots-as-electronic-persons/
http://www.reuters.com/article/us-europe-robots-lawmaking-idUSKBN15V2KM

4) ‘DRAFT 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2016.5.31.)의
Introduction E절 참조
5) Europe’s War On the Internet: EU Moves to Tax Robots as “Electronic Persons”, The American Interest,
20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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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
자율주행차량 운행 관련 법안 초안 마련 (2017. 1. 25.)
독일 연방정부는 2014년 채택된 도로교통에 관한 빈협약에 준하여 자율주행차량의
등록과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
(2017. 1. 25.)

▶ 개요
o 2017년 1월 25일 독일 연방정부는 현행 《도로교통법》(German Road Traffic Act(Straßen
-verkehrsgesetz, StVG)에서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s) 운행과 관련된 조항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
-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업계와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근 정부와
의회에 《도로교통법》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상황
o 오는 9월 연방 선거 이전에 의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임
- 독일 교통인프라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는 2020년까지 교통
혼잡이 덜한 무제한 고속도로(Autobahn)나 저속 주행 지역인 주차장 등의 정해진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법안 작성 배경
o StVG 수정안은 운전자의 부분ㆍ일괄적 자율주행차량 운행 권한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
o 해당 내용은 자동주행(automated driving)과 관련해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2014년에
채택된 도로교통에 관한 빈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에 준한 것
- EU 대부분의 국가의 도로법에서 1968년에 체결된 빈협약(Vienna Convention) 제8조
“모든 이동하는 차량 또는 결합 차량은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와 제9조 “차량의 모든
운전자는 모든 환경에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가 시행되었음
- 2014년 3월 개정 빈협약에서는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자율주행차량이 운전자가 개입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기 위한 제도적 여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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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o 고도화/완전 자동주행시스템 제공 차량의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되, 아래 사항을 의무화
- 자동주행시스템은 ▲시스템이 활성화된 뒤 차량 주행 ▲운전 시 교통 규제 준수 ▲
운전자 개입에 따른 자동주행시스템의 상시 해제 동작 ▲운전자의 수동적인 차량 제어의
필요성 인지 ▲빛/음향/촉각 등의 경고 수단을 통해 운전자의 차량 제어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사항을 의무화(StVG 제1절제a조제2항)
o 운전자는 언제든 고도화/완전 자동화 운전 시스템에 제어권 이관이 가능하나 전적인
방관 상태의 운전은 금지
- 운전자들은 운전 상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자동 주행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항상 운전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즉, 운전자가 읽고 쓰고 TV를 시청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되나, 잠을 자는 행위는 금지
o 자동 운전 시스템 동작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 부여
-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차량 사고라도 차량주에게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이 부여
되며, 사고 시 책임 배상 최대한도는 1,000만 유로
o 자동운전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은 블랙박스를 통해 자동 운전이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매뉴얼 운전(manual driving)이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함
- 자동운전시스템이 운전자에게 매뉴얼 운전을 요청하거나1) 시스템의 기술적 오동작이
발생할 때의 데이터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블랙박스를 차량 사고 분석과
원인 규명에 활용
- 블랙박스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는 요청이 있을 시 도로교통 당국과 보험사 등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Reference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09c4f43-781c-4a5f-a5a5-00fb22a31f9b
http://www.unece.org/info/media/presscurrent-press-h/transport/2016/unece-paves-the-way-for-automated-driving-by-updating-un-int
ernational-convention/doc.html
http://www.unece.org/fileadmin/DAM/trans/doc/2014/wp1/ECE-TRANS-WP1-145e.pdf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vg/

1) 자동운전시스템 동작 중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운전 동작이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을 수행할 것을 알리거나 요청할 수 있음. 반자율주행 차량에서 빈번하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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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IoT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발간 (2017. 01. 12.)
미국 상무부는 사물인터넷(IoT)을 육성하기 위해 미 정부, 특히 상무부가 채택할
지침과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서(Green Paper)1)를 발표 (2017. 01. 12.)

▶ 배경 및 목적
o 미 상무부는 2016년 4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술ㆍ정책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기업, 학술기관, 정부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요청(Request for Comments)’을 통해 사물인터넷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함2)
- 2016년 9월에는 ‘의견 요청’을 통해 수집한 의견들을 한층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워크숍3)을 실시
o 이번 정책 제안서는 앞서의 의견요청 및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상무부가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해 향후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책 제안서는 향후 상무부가 수립할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의 지침이 될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제시
① 소비자, 근로자, 기업 등이 사물인터넷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②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
③ 산업계 주도의 개방형 사물인터넷 환경 지원
④ 시장 확대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사물인터넷 성장과 혁신 장려
o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인프라 활용성 및 접근성 확대 ▲균형 잡힌 정책 수립
및 협력관계 구축 ▲표준화 및 기술 개발 증진 ▲시장 활성화라는 네 가지 정책 영역을
도출
1) Green Paper 제목: “Fostering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2) Request for Comment, “The Benefits, Challenges, and Potential Roles for the Government in Fostering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3) Fostering the Advancement of Internet of Things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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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활용성 및 접근성 확대) 사물인터넷 연결기기의 증가로 통신망과 주파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인프라의 현대화 및 광대역망 추가 건설과
주파수 확보를 통한 대응이 요구됨
- (균형 잡힌 정책 수립 및 협력관계 구축)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가정과 기업, 공공
영역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시민사회, 학술기관, 민간
기업과 국내외를 포괄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및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이 요구됨
- (표준화 및 기술 개발 증진) 산업계의 주도 아래, 사물인터넷 기술의 상호 운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시장 활성화) 상무부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소비 및 도입을 주도함으로써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사물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근로자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
o 상무부는 사물인터넷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사이버보안문제와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사이버보안 강화)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에 강력한 암호화 기술의 사용을
권장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보안성이 낮은 연결기기로 인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소비자 교육 4)을 제안
- (개인정보 보호) 제품ㆍ서비스의 개발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5)의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법제화를 지지함으로써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
※ Reference
https://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iot_green_paper_01122017.pdf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commerce-releases-green-paper-approach-to-supporting-iot-seeks-public-comment
https://www.ntia.doc.gov/other-publication/2017/fact-sheet-fostering-advancement-internet-things
https://www.bna.com/commerce-pushes-global-n73014449978/
http://www.readingeagle.com/business-weekly/article/commerce-issues-outline-advancing-internet-of-things

4) 기본암호(default password)의 변경, 가정 내 와이파이에 대한 암호 설정, 가상사설망(VPN) 도입 등
5) 제품ㆍ서비스 기획에서 폐기 단계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및 정책을
적용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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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
랜섬웨어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2017. 2. 2.)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랜섬웨어(Ransomware) 범죄1)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강화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2)이 의회에 제출됨 (2017. 2. 2.)

▶ 배경 및 목적
o 2016년 3월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에 위치한 메드스타 헬스(MedStar Helath) 종합
병원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일주일간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
하는 등 최근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
- FBI는 미국 내 랜섬웨어에 대한 지불액이 2015년 2,40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10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3)
- 조사기관 오스터만 리서치(Osterman Research)에 따르면 2015년 6월에서 2016년 6월
사이에 미국 기업의 약 50%가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
o 법안을 발의한 수잔 리(Susan Lee) 상원의원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
- 현행 메릴랜드 주법 하에서 랜섬웨어 관련 범죄는 공갈죄(extortion)4)에 해당되어
피해액이 1,000달러 미만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어 왔음
-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랜섬웨어 관련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액이 1,000달러 미만이라도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음 5)

1)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타인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
2) House Bill 340. Criminal Law - Extortion – Unauthorized Software
3) FBI는 인터넷범죄신고센터(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IC3)를 통해 랜섬웨어 관련 피해를 신고받고 있음
4) MD Code, Criminal Law, § 3-701. Extortion generally.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범죄로, 메릴랜드 주법에서는 경범죄(피해액 1,000달러 미만)의 경우 최대 1,000
달러의 벌금과(and/or) 최대 18개월의 징역형, 중범죄(피해액 1,000달러 이상)의 경우 최대 25,000달러의
벌금과(and/or) 2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미국에서 경범죄(misdemeanor)는 통상적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에 기소권이
있으며, 중범죄(felony)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검찰이 기소권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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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랜섬웨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갈취를 시도한 범죄자들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and/or)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함
o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액과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형사 처분과 관계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6)

▶ 평가
o 메릴랜드주 의회에 제출된 이번 법안은 랜섬웨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을 가능케 하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있지 않아, 실제 법이 시행될
경우 판사와 검사의 재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될 전망
- 법안은 랜섬웨어를 “금전이나 재산, 그밖에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든 갈취하려는
의도”로 특정하고 있으나, 가령 광고매출 진작을 위해 피해자에게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강제하는 랜섬웨어가 이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또한 동일한 랜섬웨어가 10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을 경우, 이를 독립된 10건의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
- 업계 전문가들은 랜섬웨어의 공격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ㆍ지능화됨에 따라, 법안이
모든 유형의 랜섬웨어 범죄를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Reference
http://mgaleg.maryland.gov/2017rs/fnotes/bil_0000/hb0340.pdf
http://www.netsec.news/maryland-ransomware-bill-makes-attacks-felonies/
http://www.nbcwashington.com/blogs/first-read-dmv/Bill-Introduces-Criminal-Civil-Penalties-for-Ransomware—413079483.html
http://cnsmaryland.org/2017/02/07/bill-introduces-criminal-civil-penalties-for-ransomware/

6) 법안을 발의한 수잔 리 의원은 검사의 기소 전에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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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IoT 사이버보안 액션 프로그램 2017 발표 (2017. 1. 17.)

일본 총무성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와 IoT 인프라 확산에 대비하여,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시책을 통합한 ‘IoT 사이버보안 액션 프로그램
2017’을 발표 (2017. 1. 17.)
▶ 배경 및 목적
o IoT 기기 및 서비스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보급됨에 따라, IoT 시대에 걸맞은 사이버
보안 체계의 조속한 확립 필요
o 이에 따라, ICT 분야 주무 부처인 일본 총무성은 2017년 1월 17일 ‘IoT 사이버보안
액션 프로그램 20171)’을 공표하였고, 5대 세부 실행 계획을 제시함
- 관계 부처ㆍ단체ㆍ기업 등과의 긴밀한 제휴 하에 총무성의 사이버 보안 시책을 가속화
하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o ICT 관계부서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버보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함
- IoT 시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기반ㆍ제도, 인재육성, 국제 제휴에 관한 방향성 등
포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해 필요한 시책을 검토, 실시
- 총무성 산하 정보유통행정국과 정보유통국제전략국이 공동으로 TF 사무국을 관리
- TF 회의는 민간과 학계 인사 출신의 좌장 1인, 부좌장 1인 및 위원 10명으로 구성
o IoT 기기와 인터넷 환경에 보안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사양이 낮은 IoT 기기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IoT 기기 보안 대책을 실시하도록 함
o 정보통신연구기구2) 산하에 국가사이버트레이닝센터를 조직하고, 사이버 방어 실전연습
(CYDER, Cyber Defense Exercise with Recurrence)3)을 47개 모든 도도부현4)으로 확대함
- 도쿄 올림픽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연습 강화
1) IoT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 アクションプログラム2017,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3_02000115.html
2)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3) 총무성 주도 아래 민간 사업자들이 직접 설계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운영 기업의
네트워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훈련
4) 도도부현(都道府県)은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1개), 도(道/1개), 부(府/2개), 현(県/43개)를 통칭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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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이버 보안 대응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사이버보안 향상 측면
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는 총리대신 표창제도 창설
o 국제 연계 강화 및 고도화, 정교화되고 있는 국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ASEAN
국가들과의 사이버 방어 공조 훈련을 확대함5)
- 일본과 ASEAN의 사이버 보안 협력 허브 구축을 위해 사이버보안전문인력 양성 프로
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 ASEAN 지역 젊은 보안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이버보안 컨테스트(Cyber SEA Games) 개최
▶ 평가 및 전망
o 금번 발표는 이미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사이버보안 관련 시책의 연장선 상에서
이들을 통합한 성격이 강한 편
- 내각관방은 2015년 1월에 설치한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를 통해 이미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CYDER 추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이버공격 대응 체제 활동을 수행해 왔음
- 경제산업성은 2015년 12월에 수립한 사이버보안 경영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 경영자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음
o 사이버보안 대응을 담당하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금번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3_02000115.html
http://it.impressbm.co.jp/articles/-/14208
https://cyder.nict.go.jp/info
http://www.meti.go.jp/press/2015/12/20151228002/20151228002.html
https://www.nict.go.jp/en/about/

5) 현재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 태국 2개국과 사이버 공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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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단속에 관한 통지 발표 (2017. 1. 22.)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단속에 관한 통지》(关于清理规范互联网
网络接入服务市场的通知)를 발표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14개월간 불법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집중 단속하기로 함 (2017. 1. 22.)
▶ 배경 및 목적
o 공업정보화부는 통지1)에서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인터넷 접속서비스(ISP),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시장에 무허가 운영과 지역범위를 벗어난 운영, 경영허가증2) 불법
임대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와 통제가
시급하다”고 설명
- 주요 언론들은 이번 통지가 인터넷 접속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겨냥하여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중국 정부는 통칭 ‘인터넷 만리장성(Great Firewall)’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통해 Facebook, Google, Twitter 등 주요 해외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VPN은 이를 우회하여 접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기업의 허가증 관리 강화 및 불법 운영 단속) 각 지역의 통신관리국은 관할구역 내 IDC, ISP,
CDN 서비스 사업자의 운영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운영행위를 근절하여야 함
-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행위 ▲허가증에 특정된 권역을 이탈한 행위
▲허가증의 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 ▲기술 협력 등의 명목으로 허가증이 없는
기업에 허가증을 임대하는 행위를 불법 운영행위로 규정
o (네트워크 자원의 엄격한 관리 및 불법 이용 단속) 기간통신사업자3)들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자원4)(Network Resource) 이용 현황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바로잡아야 함
1) 국무원 산하의 각 부처가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 및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건
2) 电信业务经营许可证. 《전신업무경영허가증 관리방법》에 의거해 통신 관련 사업자는 전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국이 신청을 받아 심사 비준함
3) 공용통신망 설치, 공공데이터 전송 및 기본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등이 있음
4) 종단 시스템 간에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 상에 필요한 IP 주소, 버퍼, 대역폭 등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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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경영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IDC, ISP, CDN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자원을 임대하는 행위 ▲IDC, ISP, CDN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통신
설비를 구축하거나, 적법한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 ▲IDC, ISP 사업자가 취득한 네트워크 자원을 다른 기업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는 행위 ▲당국의 허가 없이 VPN 등의 전용선을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국경을
벗어나 운영하는 행위
-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사용자에게 임대한 국제전용선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용도 외에 5) 국내외 데이터센터 등과 연결해 통신서비스
운영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하여야 함
o 각 지역의 통신관리국은 기업들이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소속 기업들의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
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시 즉각 바로잡아야 함
- 각 통신관리국은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불량신용기록6)에 등재되며 경영허가증 만료 시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음
- 불량신용기록에 등재된 기업은 신규 사용자를 유치할 수 없으며, 각 지역의 통신
관리국은 해당 기업이 기존 사용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허가증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IDC, ISP 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함
※ Reference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20/c5471946/content.html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1/24/china-fortifies-great-firewall-crackdown-vpns-xi-jinping-called/
https://nakedsecurity.sophos.com/2017/01/25/china-clamps-down-tighter-on-web-use-with-new-vpn-ban/
http://www.scmp.com/news/china/policies-politcs/article/2064587/chinas-move-clean-vpns-and-strengthen-great-firewall

5)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국제전용선을 임대한 뒤 외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해외 사이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음
6) 중국 정부는 ‘신용중국(信用中國)’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법원, 경찰, 지방정부 등 주요 정부기관의 자료를 취합
하여 개인 및 기업의 신용기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신용불량 기업으로 등재되어 자금
조달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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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초안 발표 (2017. 2. 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1)은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심사방법(초안)》(网络产品
和服务安全审查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2017년 3월 4일까지 한 달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2016. 2. 4.)

▶ 개요
o 2016년 11월 7일 《네트워크안전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17년 6월 1일 발효를 앞둔 가운데, 동 법의 제35조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2)의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가 국가 보안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
-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초안에 《네트워크안전법》 제35조에 따른
보안심사의 내용 및 방식 등을 적시
▶ 주요내용
o 국가 안보 및 공공 이익과 관련된 중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는 네트워크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함(제2조)
o 제3자 평가기구와 정부 당국이 공동으로 실험실 평가, 현장검사, 온라인 평가, 배경
조사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네트워크 보안심사를 진행(제3조)
o 보안심사는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아래의
다섯 가지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제4조)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제어나 간섭, 방해의 위험성 ▲제품 및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과 판매 및 기술지원 과정에서의 위험성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자가
사용자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ㆍ저장ㆍ처리ㆍ이용할 위험성
-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의존성을 이용해
사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불공정 경쟁행위를 할 위험성 ▲그밖에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을 해칠 위험성
1) 중국 인터넷 관련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산하 기관
2)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공공 통신 및 정보서비스, 에너지, 운송, 금융 부문 등 피해 발생, 기능의
손실 또는 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생활을 중대하게 위태롭게 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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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네트워크보안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보안심사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네트워크 보안심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5조)
- 네트워크보안심사위원회 산하의 네트워크보안심사판공실이 보안심사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하며,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평가 보고서를 부정기적
으로 발표하도록 함
- 네트워크보안심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네트워크보안심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자 평가기구 3)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
위험 및 그 제공자의 보안 신뢰성을 종합 평가함(제6조)
o 당정(공산당ㆍ정부기관) 및 금융, 통신, 에너지 등의 중점 산업은 보안심사를 통과한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는 구매해서는 안 됨(제10조)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자가 구매하는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 보안심사를 통과해야 함(제11조)
※ Reference
http://www.cac.gov.cn/2017-02/04/c_1120407082.htm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3679396-3117-4ebd-86b6-e0dfafd1ce00
http://www.conventuslaw.com/report/china-cyber-security-review-rules/
http://www.itsec.gov.cn/export/sites/itsec/news/domestic/c49307d6-f406-11e6-b846-4fa1f1c236bf/

3) 국가가 인정한 네트워크보안심사 제3자 평가기구가 네트워크보안심사의 제3자 평가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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