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5 ( April 2017)

인터넷 법제동향
Laws and Policy Trends of the Internet

CONTENTS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4. 18.)
<국회 제출 법률안> ·············································································································································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제안)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제안)

해외 입법 동향
<EU> ··································································································································································· 9
• EU 집행위원회, 핀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2017. 3. 23.)
<독일> ································································································································································ 11
• 독일 의회, 무인항공시스템 운행에 관한 규제 시행령 승인 (2017. 4. 7.)
<미국> ································································································································································ 13
• 상원,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2017. 3. 29.)
• 텍사스 주 하원, 사이버범죄 처벌을 강화한 사이버범죄법 승인 (2017. 4. 13.)
<싱가포르> ························································································································································ 17
• 싱가포르 의회, 컴퓨터오용 및 사이버보안법(CMCA) 개정안 통과 (2017. 4. 3.)
<일본> ································································································································································ 19
• 디지털 가상화폐 유통 사업자의 등록 의무화 (2017. 4. 1.)
<중국> ································································································································································ 21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경외반출 안전평가방법(안) 발표 (2017. 4. 11.)

기고
•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우리가 나아갈 길 (정필운) ············ 23

인터넷 법제동향, Vol. 115 (April 2017)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4. 18.)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제안이유
o 최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
에서, 법원은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 1mm 크기의 작은 활자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o 한편, 현행법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에서는 우편ㆍ팩스ㆍ전화 등 동의 수단만을 규율하고, 글자
크기 등 형식과 관련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
o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 정보주체의 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동의서의 형식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
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므로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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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
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으나, 그러한 기술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o 이에,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
o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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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거짓 정보임을 인지
하면서도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기재해 유통시키는 가짜뉴스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o 가짜뉴스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방해하고, 선거를 국가 비전 및 정책
대결이 아니라 비방전으로 변질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주요내용
o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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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ㆍ유통되고 있음
o 현행법은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실제적인 손해나 명예훼손 등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규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으며, 정보의 확산성에 비하여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
o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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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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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
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o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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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o 한편, 인터넷 이용 증가 및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중독 위험군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은 29.2%로 전년 대비 3.7% 상승하여 중독 위험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2015. 4.)
▶ 주요내용
o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o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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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o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로봇기술 등 산업경쟁력은
크지 않음
o 이에 로봇 산업과 각 지역이 보유ㆍ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의 융합을 활성화함
으로써 상승 효과를 도모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
(안 제5조의2)

o 정부는 지역별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능형 로봇기술ㆍ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로봇융합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신설)

o 정부는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 타 산업분야 기업의 로봇산업으로의 진출, 로봇융합
기술 도입 등 로봇기업화 촉진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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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o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그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작업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o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파견직원의 체제비, 출장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 증대
및 수익률 악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행정기관 등의 장이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행정기관 등의 내 또는 근처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작업수행환경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업수행환경의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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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핀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2017. 3. 23.)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6월 15일까지 유럽의 핀테크 산업 진흥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핀테크 업체에 대한 패스포팅 권한이나 별도 라이선스 부여를 고려
하고 있음 (2017. 3. 23.)

▶ 개요
o EU 집행위원회는 신흥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의견 수렴의 목표는 “소비자와 기업, 투자자 모두에게 금융의 안정성과 통합성, 보안성을
보장하는 한편, 혁신적인 핀테크 제품과 솔루션이 유럽에서 신속히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o EU 집행위원회는 핀테크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기술중립성(Technology-neutral) ▲
비례성(Proportional) ▲시장투명성(Market Integrity)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
- 동일한 행위는 서비스 전달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에 따라야 하며(기술중립성),
비즈니스 모델이나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고(비례성), 보안
문제나 불완전판매 등의 리스크 없이 시장투명성을 증진시켜야 함(시장투명성)
▶ 주요내용
o EU 집행위원회의 질의서는 총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 핀테크 산업이 소비자, 투자자,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과 잠재적 위험을 논의
-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보험업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별이나
나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맞춤화된 보험료 책정으로 인한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1)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1) 맞춤화된 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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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o 두 번째 목표는 금융 산업의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임
- 이와 관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 안정성과 고용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기함
- 질의서는 핀테크 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주요 수단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블록
체인2) 기술을 제시했으나,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신흥 기술인 블록체인에 확장성,
상호운용성, 데이터 표준화 등 해결되어야 할 이슈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
o 세 번째 목표는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단일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 및 감독기관이 금융업의
혁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그 방안 중 하나로 EU가 핀테크 활동에 대한 패스포팅 권한3) 부여 및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별도 라이선스 발급 등을 고려해야 할지도 질의
-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부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EU 단일시장 내 핀테크 기업들에게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
도입과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4)
- 또한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이 위험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에
자본금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라이선스 부여를 고려중이라고 밝히면서,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은행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5)
o 네 번째 목표는 정보보안 필요성과 정보공유ㆍ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이버
보안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Reference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2017-fintech-consultation-document_en_0.pdf
https://www.euractiv.com/section/digital/news/brussels-eyees-eu-wide-license-for-fintech-startups/
http://www.thestar.com.my/tech/tech-news/2017/03/24/eu-says-considering-lower-requirements-for-fintech-services/
http://www.reuters.com/article/us-eu-fintech-regulations-idUSKBN16U2D6

2) 거래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3) EU 역내의 한 국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 인가 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
4)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시한인 2019년까지 EU를 탈퇴하고 패스포팅 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런던의 지위가 흔들리고 독일 베를린이 유럽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
5) 핀테크 업체의 법적 요구조건이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저금리와 경쟁 심화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은행들은 더욱 거센 압박을 받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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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무인항공시스템 운행에 관한 규제 시행령 승인 (2017. 4. 7.)

독일 의회에서 드론 운행에 인허가 기본 원칙과 예외적 조건을 명시한 시행령이 통과됨 (2017. 4. 7.)

▶ 개요
o 2017년 4월 7일 독일 의회는 ‘무인항공시스템(UAS, Unmanned Aircraft Systems) 운행에
관한 규제 시행령1)(이하 ‘드론 규제 시행령’)‘을 채택
- 새로 도입된 드론 규제 시행령은 2016년 8월 EU의 프로토타입 드론 규정(‘Prototype’
Commission Regulation on Unmanned Aircraft Operations)에서 채택한 위험요소제거원칙
(risk-based approach)에 입각해 독일 자국법을 마련한 것
- 동 시행령에서는 무인항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신원 확인과 자격증 소지 의무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o 드론 규제 시행령은 ▲무선 조종 비행기(Radio-controlled Aircraft)와 UAS 간의 구분
자체를 폐기하고, ▲UAS 운행을 위한 인허가 획득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독일 항공교통
규제(Luftverkehrs-Ordnung)의 주요 규제 항목들을 변경
o 독일의 드론 규제 시행령은 2016년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미국 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소형 무인항공시스템 규정(Small UAS Rule)’ Part 107과 다음의
일부 조항에서 유사
- FAA 규정과 마찬가지로 가시권 외(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의 100미터 내에서의 UAS 운행 제한을 원칙으로 삼음
- 또한, 안전이 확보된 환경 하에서는 첨단 상업용 UAS에 대해 별도의 인허가 상공
통행로를 제공
▶ 주요내용
o 공공 보안과 안전 준수 원칙

1) Verordnung zur Regelung des Betriebs von unbemannten Fluggeräten. ‘Verordnung’은 독일 법 체계상 ‘시행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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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S의 상공 통행은 상공 수송 안전이나 공공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
- 가시권 외 운행은 고도 30미터 미만에서 비디오 등 출력 장치를 탑재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주거 지역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드론을 운행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
o 운행 허가 조건
- 총 중량 5kg 이상의 UAS 운행과 야간 운행은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총 중량 5kg 미만의 UAS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총 중량 0.25kg 미만의 소형 UAS에 한해서는 원격 비디오 모니터링이 가능할 경우 가시권 외
운행도 가능할 수 있음
- 총 중량 25kg이 초과되는 대형 UAS의 운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
o 신원 확인 및 드론 운행 자격증 도입
- 총 중량 2kg을 초과하는 UAS 운행은 드론 자격증을 필요로 함
- 총 중량 0.25kg을 초과하는 UAS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ID 인식 식별을 위한
방화 식별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함
o 주정부 재량에 따른 허가
- 상업적 활용이나 예외적인 규정 적용 면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재량에 따른
별도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
- 예외적 허가의 사례로는 주거지 근처나 가시권 외 또는 지상 100미터가 넘는 곳에서의
운행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드론 운행에 대한 행정 당국의 사전 위험도 평가도 함께 실행
- 드론 규제 시행령의 예외 규정 적용은 상업용 드론 사업자들에게 보다 탄력성을 부여해
줄 수는 있으나, 연방 단위에서 개별 관청들이 상이한 승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규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드론 사업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Reference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1a0c40a-7423-4f46-9c46-8093c3b033fc
http://www.bmvi.de/SharedDocs/DE/Anlage/LF/verordnung-zur-regelung-des-betriebs-von-unbemannten-fluggeraeten.p
df?__blob=publicationFile
http://www.hlmediacomms.com/2016/11/11/the-european-parliament-pushes-for-an-eu-wide-regulation-for-uas/
http://unmanned-aerial.com/europe-lays-out-risk-based-approach-to-regulating-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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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2017. 3. 29.)
브라이언 샤츠 의원 등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 (2017. 3. 29.)

▶ 개요
o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 상원의원 다섯 명이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된 모든 유형의 기업 보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Resources)1)을 제공하도록 한 ‘MAIN STREET 사이버보안법2)’을 발의
-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미국 전체 기업 매출의 54%와 고용의 55%를 담당하며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사이버공격을 받은 중소기업의 60%가 6개월
이내 사업을 중단하는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 법안은 2014년 통과된 사이버보안강화법 3)에 의거해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에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자원 보급을 요구
▶ 주요내용
o ‘국립표준기술연구소법(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ct)’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을 사이버위협 감소를 위한 NIST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o 법안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NIST 소장은 관련 연방기관장들과 협의해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보급하고, 중소기업에 보급되는
자원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갱신해야 함
-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자원이 ▲효율적이고 이용가능하고 ▲중소기업의 특성 및 규모,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이나 기기에 수집 또는 저장되는 정보의 특성과 민감성에 따라
가변적이며 ▲기술중립적이고 상용화된 기존 기술을 사용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1) 법안은 자원(resources)을 가이드라인, 도구(tool), 선례(best practices), 표준, 방법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수단으로 규정
2) Making Available Information Now to Strengthen Trust and Resilience and Enhance Enterprise
Technology(MAIN STREET) Cybersecurity Act
3)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4(15 U.S.C. 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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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IST 소장은 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보급되는 자원이 ‘사이버보안강화법 2014’의 제401조
‘국가 사이버보안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에 규정된 NIST 소장의 활동4)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o NIST 소장은 중소기원에 자원을 보급함에 있어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5) 제1841조의
‘중소기업개발센터 사이버전략’에 포함된 방법6)들을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고려해야 함
o NIST 소장과 관련 연방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대중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자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각 기관장들은 해당 정보가 일관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될 것을 보장해야 함
o 연방기관이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배포할 경우, 해당 자원은
이 법안에 따라 보급되는 자원과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Reference
https://www.commerce.senate.gov/public/_cache/files/f01085e3-84d7-4d82-b2d6-d2f5c22f6b96/54B97F5918B4073ECE34
E4784DC24D41.s.-770-main-street-cybersecurity-act.pdf
http://thehill.com/policy/cybersecurity/327398-cyber-small-business-bill-advances-senate-panel
http://thehill.com/policy/cybersecurity/326410-senators-move-to-bolster-cyber-resources-for-small-businesses
https://homelandprepnews.com/stories/21936-main-street-cybersecurity-act-advanced-senate-commerce-committee/

4) 소장은 연방기관, 산업계, 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위험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
5)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7. 매년 통과되는 국방부 예산 법안.
6)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선례를 인지시키고, 선례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효율적 계획을 개발하며, 정보공유
분석센터와 제휴해 사이버정보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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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하원,
사이버범죄 처벌을 강화한 사이버범죄법 승인 (2017. 4. 13.)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사이버범죄를 피해 수준에 따라 중죄로 다루는 ‘텍사스 사이버
범죄법(Texas Cybercrim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동 법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 (2017. 4. 13.)

▶ 개요
o 미국 텍사스주 하원의 지오바니 카프리지온(Giovanni Capriglione)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범죄법 ‘House Bill 9(이하 HB 9)’이 4월 13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1)
- HB 9는 악성 소프트웨어와 랜섬웨어 등 전자 데이터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tampering)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마련
-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텍사스 형법 제33장 ‘컴퓨터범죄(Computer Crime)’ 부분이 개정됨
o 법안을 주도한 카프리지온 의원은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법 집행당국에 랜섬웨어와 기타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주요내용
o (전자 접속방해) 소유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자는 동 법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3급
중죄2)에 해당함. 단, 합법적인 법 집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함
o (전자데이터 부당변경3)) ①소유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나 컴퓨터 시스템
에서 두 컴퓨터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②소유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포함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전파하는
자는 동 법안을 위반하는 것임
1) 동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2)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추가로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3) 시스템이나 장비의 정당한 기능을 변경하는 비승인된 수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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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한 경우 A급 경범죄4)에 해당하며, 단 타인을 속여 금전을 빼앗거나 해하려
했거나, 타인의 자산을 변경이나 훼손, 삭제하고자 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름
① 피해 총액이 2,500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인 경우, 주교도소중죄5)에 해당
② 피해 총액이 3만 달러 이상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3급 중죄에 해당
③ 피해 총액이 15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미만이거나, 피해 총액이 30만 달러 미만이고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시스템이 정부나 주요기반시설의 소유인
경우, 2급 중죄6)에 해당
④ 피해 총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1급 중죄 7)에 해당
o 처벌조항은 해당 행위의 당사자가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소속이며, 해당 행위가
사업자의 권리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또는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Reference
http://www.capitol.state.tx.us/tlodocs/85R/billtext/html/HB00009I.htm
http://www.star-telegram.com/news/politics-government/state-politics/article144436069.html
http://www.govtech.com/policy/Texas-Lawmaker-Files-2-Bills-to-Boost-the-States-Digital-Defense.html

4)
5)
6)
7)

텍사스 형법에서 4,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
state jail felony.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추가로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추가로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5년 이상 99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며, 추가로 1만 달러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16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15 (April 2017)

해외 입법 동향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회,
컴퓨터오용 및 사이버보안법(CMCA) 개정안 통과 (2017. 4. 3.)

싱가포르 의회에서 내무부가 제출한 컴퓨터오용 및 사이버보안법(CMCA)의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정안 세부 규정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고 내무부의
답변을 청취하였음 (2017. 4. 3.)

▶ 개요
o 2017년 4월 3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가 제출한 컴퓨터
오용 및 사이버 보안법(Computer Misuse and Cybersecurity Act, CMCA) 개정안이 통과됨
- CMCA 개정안은 지난 3월 8일 내무부에 의해 제출된 안으로, 해킹 툴을 활용하거나
해킹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사이버보안
관련 범죄 행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
o 향후 CMCA 개정안이 2017년 하반기 의회에 상정 예정인 통신정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주도 하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과 어떤
형태로 제도 상의 보완을 이루게 될 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 사이버보안법은 사이버 침해 사고 보고, 감사 및 위기 평가를 위한 표준 실행과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및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들에 대한 사이버보안 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개정안에서 ‘제8절 보칙 A’는 CMCA 위반 행위를 통해 개인정보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
-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방조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는
위법에 해당되지 않음
- 내무부 데스몬드 리(Desmond Lee)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은 또한 기자나 연구자
들이 기사 작성이나 연구 목적으로 해킹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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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 경우는 기자나 연구자들이 해킹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유통시키지 않을
때를 조건으로 함
o 의회에서는 ‘제8절 보칙 A’는 전반적으로 사이버범죄 집행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다고
지적함
- CMCA 위반을 통해 획득된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누가/언제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등의 위반 사실에 대한 상세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음
o 의회는 또한 기업들 사이에서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명
- ‘제8절 보칙 B’는 CMCA 위반행위를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을 다루거나
입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신규 법조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제품 판매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 데스몬드 리 장관은 싱가포르 컴퓨터긴급대응팀(Singapo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SingCERT)이 민간 기업에게 민간 기업이 개발에 활용한
소프트웨어 툴이 해킹 툴의 일종인지 여부에 관해 알려주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
- 또한,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이버보안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허브(Technology
Hub)를 신설할 예정임
※ Reference
http://globalcompliancenews.com/singapore-parliament-passes-amendments-computer-misuse-cybersecurity-act/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ident=58e26842-519e-4323-a0b6-d3f3cee43a85;page=0;query=D
ocId%3A8a3534de-991c-4e0e-88c5-4ffa712e72af%20%20Status%3Ainforce%20Depth%3A0;rec=0#pr8-he-.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orderBy=date-rev,loadTime;page=0;query=Id%3A357aed95-b3214457-9243-f4badd6d1c2c;rec=0
http://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17/01/further-updates-on-impending-cybersecurit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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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가상화폐 유통 사업자의 등록 의무화 (2017. 4. 1.)
비트코인 등 디지털 가상화폐의 정의, 서비스 유형, 디지털 가상화폐 유통 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등록 업체 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시행됨 (2017. 4. 1.)

▶ 개요
o 2017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개정된 ‘자금결제에관한법률(이하 자금결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가상화폐 교환업 등록이
의무화되었음
- 최근 일본에서 비트코인 이용이 급속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매매 등을 행하는 가상화폐교환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o 동 법은 2016년 5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2016년 12월 28일 내각부가 등록 사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요구 사항과 규제 내용을 담은 도입 가이드인 ‘가상화폐교환업체에 대한
내각부령안’과 ‘사무지침(가상화폐교환업체 관련)’을 공표하였음
▶ 주요내용
o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란 불특정 다수들 간의 물품 구입ㆍ서비스 제공의 결제ㆍ매매ㆍ
교환에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전 가능한 것(법 제2조의5)
- 해당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는 아니나, 결제 수단으로써는 인정
o (가상화폐 서비스의 종류) 개정된 자금결제법 하에서 등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음
(법 제2조제7항)
- 가상화폐 매매 또는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 등 가상화폐교환업
- 가상화폐교환업과 관련된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 가상화폐교환업ㆍ가상화폐교환업의 매매,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된 행위에 관해,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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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상화폐 서비스의 업무 성격) 가상화폐교환사업의 규제 대상은 가상화폐의 매매ㆍ교환
등을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적용(법 제2조제7항)
- 내각부 사무지침에 따르면 ‘업으로서’ 하는 경우는 '대공중성(對公衆性)'을 지니는
행위이며 ‘반복연속성’을 지니는 가상화폐의 매매ㆍ교환 등으로 정의
o (가상화폐교환사업 등록제 도입) 내각 총리대신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은 사업자들
에게는 ‘가상화폐교환사업’이 허용되지 않음(법 제63조의2)
- 등록을 하지 않고 ‘가상화폐교환사업‘을 하거나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그리고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107조)
o (등록 업체 재무 규제) 가상 화폐 교환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내각부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가상화폐교환
업체로 등록할 수 없음(법 제63조의5제1항제3호)
- 내각부령안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 요건을 ① 1,000만 엔의 최저 자본금과 ②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닐 것의 두 가지를 명시(내각부령방안 제9조)
o 한편, 자금결제법에 구체화되지 않은 세부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각부령안과 사무
지침 및 금융심의회가 발간한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보고(決済業務等の
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의 내용을 토대로 규제 관청과 법률 전문가
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 Reference
https://business.bengo4.com/category3/article162
http://diamond.jp/articles/-/124646
https://www.iforex.jpn.com/news/%E3%80%90%E7%82%BA%E6%9B%BF%E3%80%914%E6%9C%881%E6%97%A5%E3%8
1%8B%E3%82%89%E6%94%B9%E6%AD%A3%E8%B3%87%E9%87%91%E6%B1%BA%E6%B8%88%E6%B3%95%E3%81%8C%
E6%96%BD%E8%A1%8C-7081
http://aliveforfootball.com/2017/04/japan-officially-recognises-bitcoin-as-currency-sta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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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경외반출 안전평가방법(안) 발표 (2017. 4. 11.)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경외반출 안전평가방법(안)》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2017년 5월 11일까지
한 달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2017. 4. 11.)

▶ 개요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1)가 중국 내에서 수집한
대량의 개인정보2)와 중요 데이터3)를 사업상의 이유로 국외로 이전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경외반출 안전평가방법(안)》을 발표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번 방침이 2016년 통과된 중국국가안전법과 네트워크
안전법4)에 의거한 것으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이버공간의 주권과
국가안전 및 사회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주요내용
o 중국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운영 중에 수집 및 생산되는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에 전송할 경우 본 방침에
의거해 안전평가를 받아야 함
o 개인정보를 해외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에게 해외 전송의 목적과 범위, 내용,
전송받는 대상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전송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o 국가인터넷정보부처가 데이터 국외이전의 안전평가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 관리책임
기관이 수행하는 안전평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

1) 네트워크의 소유자와 관리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
2) 개인의 이름, 생일, 신분증 번호, 지문 등의 바이오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단독으로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의미
3) 국가안전과 경제발전, 사회공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이터를 의미
4) 《중국국가안전법》 제25조는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의 주권과 안전 및 이익의 유지와 이를 위한 인터넷 정
보안전보장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네트워크안전법》 제31조는 주요정보기반시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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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산업의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 업무를 책임지고 정기적
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함
- 네트워크 운영업체는 데이터 국외이전에 앞서 자체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책임져야 함
o 국외이전 데이터에 대한 안전평가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함
- ▲데이터 국외이전의 필요성 ▲개인정보의 수량ㆍ범위ㆍ유형ㆍ민감도 등 개인정보의
상황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 ▲중요 데이터의 수량ㆍ범위ㆍ유형ㆍ민감도 등
중요 데이터의 상황
- ▲데이터를 이전받는 측의 보안 조치와 능력, 수준 및 해당 국가와 지역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 ▲데이터 국외이전 및 재이전 시 노출ㆍ훼손ㆍ왜곡ㆍ남용될 위험성
▲데이터 국외이전이 국가안전, 사회공익, 개인의 합법적 권익에 가져올 위험성
▲기타 평가가 필요한 중요 사항
o 데이터 국외이전 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는 산업
관리책임기관에 알려 안전평가를 받아야 함
-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1테라바이트를 초과하는 데이터 ▲핵시설ㆍ바이오ㆍ
화학ㆍ국방ㆍ군대ㆍ인구ㆍ보건 등의 분야 데이터와 대형 프로젝트 활동, 해양환경
및 민감한 지리정보 데이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시스템 결함, 안전 등 네트워크
보안 정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자가 해외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o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이 국가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국방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
안전과 사회공익을 훼손할 경우 ▲기타 국가인터넷정보부처, 공안부처, 보안부처 등
유관 부처가 국외이전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o 네트워크 사업자는 매년 국외이전 데이터에 대하여 최소 한 차례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산업 관리책임기관에 보고해야 함
※ Reference
http://www.cac.gov.cn/2017-04/11/c_1120785691.htm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cyber-idUSKBN17D0EC
https://www.theregister.co.uk/2017/04/11/china_emerges_as_digital_rights_champion_with_new_data_law/
http://techwireasia.com/2017/04/chinas-draft-cyber-law-mandates-security-assessment-outbou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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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우리가 나아갈 길*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pwjung@knue.ac.kr)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 법학박사(공법학)
• 저서: 「전파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공저, 박영사, 2015),

「전기통신사업법 연구」

(공저, 법문사, 2016)

인간을 대신하여 더 빨리, 더 정교하게 일을 해 줄 인공지능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람의 여가 시간이 더욱 늘어나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한편 자동화가 쉬운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급격히 대체하여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의 증가
보다 감소가 더 클 것이고, 인공지능이 전쟁, 범죄에 악용되거나 인간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1)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그
역기능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 중 인공지능이 인간의 안전을 침해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중 하나는 인공지능 연구자ㆍ설계자ㆍ제작자ㆍ관리자 등 관련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동향
미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0월 “인공지능 국가 연구
개발 전략 계획”,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 2016년 12월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정필운, 고인석, 김대규, 김윤명,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법제도 조사연구”,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12.)의 일부를 요약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 연구 과정에는 위 집필자 외에 김인철(상명대 교수), 박지원(국회 미국법조사관), 강일신(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강명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목광수(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글은 이 분들과 공동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지면을 통하여 연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1)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6, p.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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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를 통해 기술과 산업 진흥, 국가ㆍ사회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
경제적 영향과 그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제작자
등과 학생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정부가 아닌 사회 영역에서 제시되었다. 삶의 미래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 FLI)가 제시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Asilomar AI Principles)”이 그것이다.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 연구재단인 FLI는 지난 2017년 1월 인공지능의 23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연구이슈, 윤리와 가치, 장기 이슈 총 세 영역에서 각각 5개, 13개, 5개 세부 원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2)
유럽연합의 동향
유럽연합(EU)은 2012년 “유럽에서의 기술 규제: 로봇에 대한 법과 윤리의 당면과제(Robo
Law Project)”와 2017년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를 통하여 국가ㆍ사회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윤리와 법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에 그 입법을
권고하였다. 여기서 유럽의회는 모든 연구자, 설계자가 책임 있고 인간의 존엄, 프라이버시,
인간 안전을 존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봇기술 엔지니어를 위한
행동강령(a code of conduct for robotics engineers)을 제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a Research Ethics Committee)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3)
일본의 동향
일본은 2015년 “로봇 신전략”을 통해 세계 제일의 로봇 활용 사회, 세계를 선도하는
로봇신시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4월 주요 7개국 정보통신장관회의
에서 8개의 “인공지능 연구ㆍ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투명성, 이용자
지원, 통제가능성, 보안, 안전, 프라이버시, 인간 존엄의 보장,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4)

2)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FLI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https://futureoflife.org/ai-activities/)를 참고.
3)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유럽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http://www.europarl.europa.eu/sides/
getDoc.do?pubRef=-//EP//TEXT+REPORT+A8-2017-0005+0+DOC+XML+V0//EN#title10)를 참고.
4)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www.soumu.go.jp/joho_kokusai/g7ict/english/main.../ai.pdf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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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기전자학회의 동향
한편,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적인 움직임도 있다. 미국전기전자학회(IEEE)가 발간한 “윤리
적인 디자인(Ethically Aligned Design)”이 그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IEEE는 미국의
전기전자 관련 전문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가 모여 표준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성격의 전문가 단체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윤리적인 고려를 할 것을
촉구하며, 자동화 시스템 작동 방식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 과정에 다수가 개입하도록
하고, 자동화 시스템 디자인으로 초래된 결과에 책임을 부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5)
국내 동향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산업자원부 주도로 로봇윤리헌장을 제정
하려고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것을 IEEE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안하여 한국이 세계 로봇
윤리헌장 제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고 싶어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부처
실무자, 로봇공학자, 심리학자, 의사 등을 참여시켜 이 작업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를 경시하는 행
정부 주도의 작업, 관료와 전문가의 협업 부족, 로봇의 본질에 대한 합의 없는 성급한 결론
도출 욕구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 후 한동안 이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세상의 주목을 받던 작년부터
다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가칭)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는데, 여기서 제안된 법안에는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 규범
마련도 그 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은 당면한 현안
필자는 인공지능 연구와 그 제작, 이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이 (가칭) 인공지능 체계의 연구 등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7)을 제시하는 것이다.
5)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IEEE 홈페이지 자료(http://standards.ieee.org/develop/indconn/ec/auto
nomous_systems.html)를 참고.
6) 이상 강효상 의원 안에 관한 동향과 법안 내용은 채희정, 비즈트리뷴 기사 (http://www.biztribune.co.kr/
n_news/news/view.html?no=16222)를 참고.
7) 가이드라인이란 행정부나 사회단체 등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
행동지침을 법규범의 형식을 취하여 제정한 것이다. 행정부나 사회단체 등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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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의 윤리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원하는 행동과 판단을 하도록 설계되어 작동하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외화된
정신(externalized social mind)이기 때문이다.8)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사용
하는 사람 등이 당해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되고,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행위 규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내적
으로는 (가칭) 국가인공지능윤리위원회와 기관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적
으로는 인공지능 윤리 레짐(regime)9)을 창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인공지능윤리위원회는 인공지능 연구와 그 응용을 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사업체 등에 설치하는 기관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을 확보한다. 그리고 국가
인공지능윤리위원회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ㆍ감독하고, 기관인공지능윤리위원회나 연구자에게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
대하여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인공지능 윤리 레짐은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그 응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0)
현재와 같은 기술 수준에서 위의 제안과 같은 성긴 그물망을 짜 놓으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안전을 침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 형식은 실정법과 다르지 않지만,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정법과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8)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고인석, “로봇이 책임과 권한의 주체일 수 있는가?”,
「철학논총」 제67호, 새한철학회, 2012, 13쪽 이하 참고.
9) 레짐(regime)이란 국제 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가 공통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원칙ㆍ규범ㆍ규칙ㆍ의사결정 과정이다. 경제 영역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세계무역기구
(WTO) 등이 레짐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존 베일리스, 스티븐 스미스 편저, 하영선
등 옮김, 「세계정치론」제3판, 을유문화사, 2006, 381쪽 이하 참고.
10) 필자가 공동연구자와 함께 제안한 윤리 가이드라인, 보완적인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자세한 것은 정필운 외,
앞의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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