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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17. 6.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음
- 특히 2016년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된 자살유해정보가 2만 4,000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가 자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
으로 지목되고 있음
o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유해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안 44조의3제1항, 제44조의7,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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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7. 6.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조사 대상 및 기준, 구체적인
평가 내용 등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o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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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기업이 서비스
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일례로, 최근 일부 기업에서 경품행사 등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
에게 판매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 매매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아도 처벌할 수 없음
- 따라서,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o 제3자 제공 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개인정보의 매매까지 동의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상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살펴볼 때, 개인정보의 매매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
o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안 제17조, 제18조, 제24조 및
제7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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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제안이유
o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개발업자 등 이러닝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함
▶ 주요내용
o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
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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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7. 6.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원본
이라는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되므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는 더 이상 원본이 아니게 되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없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보관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산업 등 전자문서와 관련된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o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생성 및 보관에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o 수신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o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삭제, 안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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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
하고는 있으나,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o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고, 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ㆍ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로봇 설계자ㆍ제조자ㆍ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류의 공공선 실현에 기여하는 로봇을 설계하여야 하고,
공익의 범위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고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함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질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따라
로봇을 사용하여야 함
o 지능형 로봇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능형로봇
산업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산하에 로봇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로봇윤리전문
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o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ㆍ개정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의2 및 제18조제2항)
o 정부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마련ㆍ
추진하도록 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손해에 관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46조의3 및 부칙)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6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17 (June 2017)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이사회,
디지털 이동성 규정 채택 (2017. 6. 8.)
유럽이사회가 소비자들이 EU 내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이동성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EU 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의 지역적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2017. 6. 8.)

▶ 개요
o 2017년 6월 8일 유럽이사회(EU Council)가 EU 회원국 내에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 소비자들이 EU 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해당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하 ‘디지털 이동성 규정1)‘)을 채택
- 디지털 이동성 규정은 2015년 12월 유럽위원회(Commission)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음2)
- 동 규정은 별도의 토론 없이 EU 내무사법장관회의(Justice and Home Affairs Council)에서
채택
- 디지털 이동성 규정은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에 게재하고 9개월 후인 2018년 1/4분기
부터 적용될 예정
o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휴대형 기기 활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위치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고 접근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
- EU 내에서 다른 EU국가에서도 소비자의 콘텐츠 및 혁신적 온라인 서비스 접근이 필요
하다는 의견 급증
- 이외에도 디지털 이동성 규정은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들이 EU 디지털 온라인서비스
시장의 54%를 차지하는 반면, EU 회원국 간의 서비스 공급은 4%에 불과한 파편화된
역내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1)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European Council, 2017.6.8
2)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내부 시장
(internal market)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된 이니셔티브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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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o (역내 콘텐츠 동등 접속권) 그동안 프리미엄 스포츠 중계권이나 시청각 콘텐츠와 같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는 콘텐츠의 전송권이 EU 전체 지역이 아닌 개별 국가 단위로 라이
선스가 부여되었고 이 점이 온라인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음
o 그러나, 디지털 이동성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EU 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는 추가적인
과금 없이 역내에서 동일하게 해당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동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휴가, 출장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학생 체류 시 EU 회원국
내에서 공식 경로로 저장되거나 가입된 콘텐츠에 대해 EU 내 다른 국가에서도 동등한
접속권을 보장받게 될 것
o (남용 방지를 위한 인증 절차) 해외 서비스 접속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제공사는
가입자의 회원국 거주 여부를 인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는 EU 데이터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뤄짐
- 서비스 제공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회원국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o 디지털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복수의 인증 수단 중 2개 이하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음
- 인증 수단으로 신분 증명서, 은행 계좌ㆍ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단말이 등록된 주소,
요금 고지서 또는 주소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한편, 판권 보유 주체는 가입자 거주 인증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콘텐츠 활용을 허용할
수 있음

※ Reference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06/08-portability-of-digital-services/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PE-9-2017-INIT/en/pdf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5/26-portability-digital-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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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지방정부에 드론 규제권한을 보장하는 드론연방제법 발의 (2017. 5. 25.)
미국 상원에서 지방정부에 드론 규제권한을 보장하는 드론연방제법(Drone Federalism
Act)을 발의 (2017. 5. 25.)

▶ 개요 및 배경
o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 양당 의원들이 주와
지역(local)1), 부족정부2)에 드론의 규제권한을 보장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한 《드론연방제법》3)을 발의
-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마이크 리(Mike Lee)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드론 비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드론 소유주의 재산권과 공공안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연방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
o 드론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020년 미국 내 드론이 4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4)을 확정하여 8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취미용 드론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의 마찰 없이 상업용 및 취미용 드론에
대한 규제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주요내용
o FAA 청장은 민간용 드론과 관련된 규정이나 표준을 마련함에 있어 주, 지역, 부족정부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해당 권리는 ▲공공안전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재산권 보호 ▲토지 사용 관리 ▲소란
행위 및 소음공해 제한을 포함함

1)
2)
3)
4)

카운티(county), 시(city) 등 주(state)의 하위에 속한 지방정부를 의미함
인디언 원주민 부족의 자치정부를 의미함
S.1272 – Drone Federalism Act of 2017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 드론 운전자의 면허증 보유 의무화, 야간비행 금지, 시야선 확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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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A 청장은 드론과 관련된 규제나 표준을 마련함에 있어 주, 지역 또는 부족정부가
고도 200피트(약 60미터) 이하에서 운행되는 민간용 드론의 비행 시각, 방식, 장소에
관해 합당한 규제를 발표할 권한을 보장해야 함
- 해당 규제는 ▲속도 제한 ▲학교, 공원, 차도, 교량이나 기타 공공 또는 개인 소유지
인근의 비행 금지 또는 제한 ▲행진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특정 행사기간 또는 일간
또는 주간 특정 시간대의 비행 제한 ▲음주나 약물의 영향 하에 있는 조종사의 비행
제한 ▲부주의한 비행 금지 등을 포함함
o FAA 청장은 법안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10개 이하의 주, 지역, 부족정부와 연방
협력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함
- FAA 청장은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민간용 드론의 비행을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5)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용 드론에 대한 규제 시행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함
-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방정부의 선정에 있어 FAA 청장은 각각 1개 이상의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 부족정부를 포함시켜야 함
- FAA 청장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수립 이후 2년 이내에 주, 지역, 부족정부의 민간용
드론 규제 및 FAA와의 협력에 대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대중에 공개해야 함
※ Reference
http://fortune.com/2017/05/25/senate-drone-bill-faa-regulations/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1272/text
http://www.zdnet.com/article/drone-regulations-are-up-in-the-air/

5) 위법적인 드론 비행을 적발하기 위한 상황인식 기술 또는 교통관리 감시기술 등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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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주지사,
주내 IT 인프라 통합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2017. 6. 1.)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 뉴저지 주지사가 주내 공통 IT 인프라 관리를 정보기술실(OIT)
산하로 통합하고 특정 부처나 기관에 국한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관리를 OIT 산하에서
각 부처나 기관으로 이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2017. 6. 1.)

▶ 개요
o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2017년 6월 1일 뉴저지 주정부의 IT 인프라 관리를
데이브 웨인스타인(Dave Weinstein) CTO(최고기술책임자)1)가 총괄하는 정보기술실(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OIT)2) 산하로 통합하는 행정명령 제225호에 서명했음
-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IT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IT 인프라를 OIT로 통합하면 각 부처와 기관들이 본래의 주요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3)
o 이번 행정명령은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는 IT 하드웨어 인프라를 OIT로 통합하는 동시에,
특정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인력 및 자산을 OIT에서 해당 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함
- 웨인스타인 CTO는 이미 OIT에 속한 소프트웨어 업무를 철저히 검토해 특정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업무를 추려냈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자산을 분산시킬 계획
▶ 주요내용
o CTO는 행정부 공통의 업무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특정 기관에 국한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업무의 탈집중화 계획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함
1) 2016년 6월 크리스티 주지사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SIO)를 맡은 웨인스타인을
장관급 직위인 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격상시킴
2)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Reorganization Act of 2007’에 의거해 뉴저지 행정부의 IT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3) 뉴저지주에는 농업부, 교육부, 보건부 등 15개 부처와 건설청, 경제개발청 등 70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있는데,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서버룸 등의 IT 인프라를 서버가상화 등을 통해 통합함으로써 각 기관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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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TO는 행정부 공통의 IT 인프라와 기능의 통합을 위해 컴퓨터, 저장장치, 데이터센터
자산 등의 IT 인프라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o CTO는 이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각 부처와 기관의 수장에게 CTO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부처나 기관의 서버룸 또는 부처나 기관에 속한 인력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IT 인프라 자산의 목록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특별 권한을 가짐
- CTO는 각 기관이나 부처의 수장이 제출한 목록에 포함된 모든 IT 인프라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전할 권한을 가짐
o CTO는 각 부처와 기관의 수장에게 CTO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IT 인프라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특별 권한을 가짐
o CTO는 이 행정명령의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명령에 따른 IT 인프라 자산과
기능의 통합계획을 주지사에게 통지해야 함
o CTO는 각 부처와 기관의 수장에게 CTO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60일 이내에 현대화가
필요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legacy application)4) 명단을 제출하는 동시에, 180일
이내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또는 폐기 처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특별 권한을 가짐
o CTO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IT 인프라 통합계획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영역정의서(SLA)5), 양해각서(MOU)나
기타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밖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함
※ Reference
https://gcn.com/articles/2017/06/05/nj-it-consolidation.aspx
http://nj.gov/infobank/circular/eocc225.pdf
https://21centurystate.com/articles/christies-executive-order-launches-it-consolidation-in-new-jersey/
https://statetechmagazine.com/article/2016/08/new-jersey-s-new-cto-brings-fresh-attitude-state-it

4) 현재의 기술보다 이전의 언어와 플랫폼 기법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로 기존에 이미 구축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5) IT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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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
블록체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도입 (2017. 6. 5.)
네바다주는 미국 주 중 세 번째로 블록체인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따른 과세 및 면허 규제를 철폐 (2017. 6. 5.)

▶ 개요
o 2017년 6월 5일, 네바다주 의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1)이
통과됨
- 동 법에서는 블록체인을 기존 거래 정보에 암호 해쉬를 활용하여 보호된 디지털
거래 기록을 인증하고 저장하기 위해 복수의 당사자들에 의해 활용되는 분산형 기법
으로 형성된 전자 기록으로 정의함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알려져 있는 블록체인은 최근 스마트 계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영역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o 네바다주 소속 상원 의원인 벤 킥헤퍼(Ben Kieckhefer)가 2017년 3월 초안을 작성한
뒤 이후 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두 차례의 수정을 거친 뒤 41:0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
o 네바다주는 법적으로 블록체인 거래를 인정한 세 번째 주가 되었으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지방세 과세나 면허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미국 최초
- 미국에서는 2017년 4월 애리조나 주에서 미국 최초로 스마트계약 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애리조나 법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른 과세와 면허 제한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한편, 버몬트 주 역시 《주증거법》(Vermont Rules of Evidence) 하에 비즈니스 기록물
로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기록을 인정

1) SENATE BILL 398: Establishes various provisions relating to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BDR 5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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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블록체인 거래에 관한 법률적 효력) 블록체인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자기록 및
서명 관련법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
- 즉, 특정 법이 서면 기록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록을 전자적으로 담고 있는 블록
체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지님
o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블록체인법은 주정부 및 산하기관들에 대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세금이나 수수료 부과, 블록체인 사용을 위한 인허가
조건 요구, 블록체인의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요구 사항(any other require
ments)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 평가
o 네바다주는 동 법에 블록체인의 높은 기술적 잠재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
- 벤 킥헤퍼 상원의원은 네바다주의 개선된 법제 환경을 통해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crypto- currency)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지역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실제 네바다주 블록체인 분야 기업인 Filament(산업용 IoT 및 블록체인), Rhodes Corp
(건설 컨설팅) 등의 민간 기업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사업 환경 개선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 Reference
www.jdsupra.com/legalnews/new-nevada-law-recognizes-63218/
https://bitcoinmagazine.com/articles/nevada-takes-chance-pro-blockchain-legislation/
https://www.leg.state.nv.us/Session/79th2017/Minutes/Senate/JUD/Final/6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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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 발의 (2017. 6. 6.)
미국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화이트해커를 활용해 국토안보부(DHS)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버그 바운티1)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Hack the DHS
Act)을 발의 (2017. 6. 6.)

▶ 개요
o 미국 하원의 테드 리우(Ted W. Lieu) 민주당 의원과 스콧 테일러(Scott Taylor) 공화당
의원이 국방부와 주요 IT 기업들이 실시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국토안보부에 도입하기
위한 《Hack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Act》2)를 발의
- 발의에 참여한 테드 리우 의원은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 국방부와 민간 분야의
사이버보안 강화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며, 보안 취약점의 발견에 미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강조
- 미국 상원에서도 지난 5월 25일 매기 하산(Maggie Hassan) 민주당 의원과 롭 포트먼
(Rob Portman) 공화당 의원 등이 동반 입법(Companion legislation)을 추진

▶ 주요내용
o (파일럿 프로그램의 수립) 법안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
o (파일럿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국토안보부 장관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수립에 있어 아래
요구사항을 수행해야 함
- 대중이 접근 가능한 국토안보부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정보시스템 내 과거에
발견된 적 없는 보안 취약점의 신고에 금전적 보상 제공
-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등록 신청을 하고 국토안보부의 신원조사를
거쳐 참가를 승인받을 수 있는 효율적 프로세스의 개발
1) 기업이나 기관의 서비스 및 제품을 해킹해 취약점을 찾은 해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2) H.R.2774 – Hack DH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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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등의 이유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국토안보부 내 필수불가결한
(mission-critical) 업무의 지정
- 2016년 “Hack the Pentagon” 파일럿 프로그램3)과 국방부의 후속 버그 바운티 프로
그램의 시행 책임을 맡은 국방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4)
- 파일럿 프로그램의 관리 및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된 보안취약점 개선에 필요한
경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5)
o (보고서의 제출) 파일럿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9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상원의 국토
안보 정부위원회와 하원의 국토안보위원회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파일럿 프로그램에 등록한 컴퓨터 보안 전문가 인원수와 승인받은 인원수, 보안취약점을
제출한 인원수,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은 인원수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된, 과거에 발견된 적 없는 보안 취약점의 개수와 심각도
- 보안 취약점의 신고에서 개선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
- 파일럿 프로그램 하에서 보안 전문가들에게 지불된 총액 및 개별 보안 취약점 당 지불된
평균 액수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한 교훈
o (예산의 인가) 법안의 시행을 위해 국토안보부는 2018 회계연도에 25만 달러(약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권한이 있음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2774/text/?format=txt
http://krwg.org/post/congressmen-introduce-bill-strengthen-cyber-security
https://www.meritalk.com/articles/dhs-bug-bounty-bill-introduced-in-the-house/

3) 2016년 4월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으로,
1,410명의 화이트해커가 참가해 138개에 달하는 유효 보안취약점을 찾아냈으며, 해커들은 건수에 따라 100
달러에서 최대 15,000만 달러까지 총 7만 5,000달러의 상금을 받았음
4) 정부기관 최초로 2016년 4월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실시한 국방부로부터 선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
5) 국방부는 버그바운티 플랫폼 제공업체인 주요 IT 기업들과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해커원
(HackerOne)과 계약을 체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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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첨단 IT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완화책 제시 (2017. 6. 9.)
일본 각료회의에서 국가 신성장 전략으로 일본재흥전략에 이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량, 드론
및 블록체인 등의 첨단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연도별 포괄적인 정책 수단과 규제 완화
방향성을 제시한 ‘미래투자전략 2017’이 새롭게 통과됨 (2017. 6. 9.)

▶ 개요
o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9일 개최된 임시 각료 회의를 통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미래
투자전략 20171)’을 최종 결정
- 2016년 이후 추진해 온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의 후속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번 전략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중점 시책으로 규정
- 일본 정부는 공유경제 지향을 통해 유휴(遊休) 상태에 놓여 있는 자산(물건, 공간, 지식 및
기능 등)에 ICT를 적용하여 다양한 공유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함
o ‘미래투자전략 2017’의 서두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저하와 장기적인
생산성과 수요 둔화 등을 맞은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것으로 있는 진단
o 이와 같은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편으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로봇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현재 일본이
직면한 산업, 사회 및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Society 5.0’ 실천을 목표로
설정
-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세대에 걸쳐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내재된 다양한 지식, 정보, 기술 및 인재를 연결하여 남녀노소, 대기업/중소
기업, 도시/지방을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들과 산업에 편익과 기회를 제공할 계획
o ‘Society 5.0’ 달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수평적으로는 ▲가치 원천 창출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의 2가지 축으로, 수직적으로는 ▲의료 ▲이동수단 ▲공급망 ▲건설
▲핀테크의 5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및 규제 수립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함

1) 未来投資戦略2017－Society 5.0の実現に向けた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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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원천 창출 및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
o (가치 원천 창출) 일본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분야의 생산 및 재고 관리를
최적화시키고, 나아가 물건-사람-기계ㆍ시스템, 기업-기업, 제조업-소비자 등을 연결하기
위한 ‘Connected Industries’ 실현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원천을 창출
-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ㆍ제도 기반 강화, 지적재산권ㆍ표준화 전략
추진, 인재 육성 강화, 혁신ㆍ벤처 선순환 시스템 창출을 도모
-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제품에 국한된 산업 표준을
서비스 단위로 확장
-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첨단 IT 국가창조선언ㆍ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2)

기본계획 ’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원칙화 ▲오픈데이터 촉진 ▲행정 IT화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데이터 유통기반 정비 ▲중앙-지방 간 데이터 정책 일관성 확보
등을 추진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AI의 활용과 혁신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빅데이터 응용 신규 비즈니스의 발전을 고려한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대응 가이드라인과 계약 환경을 정비
- IT 인재 수급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IT스킬
표준을 마련
- 산학관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실적 평가나 예산 배분 등의 면에서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
o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Society 5.0’ 추진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가치 원천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3) 실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율주행차량 및 드론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사업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 관련
정부 부처에게 각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동 전략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나 전략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량
및 드론 등 최신 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관련 실증 사업을 추진키로 함
2) 世界最先端IT国家創造宣言・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 2017년 5월 30일 각의 결정
3) 규제 샌드박스는 2014년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일정 기간 모든 규제를
정지하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후에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규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완화하는 방식으로 ‘테스트(Trial) 특례’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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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는 프로젝트 참가자와 기간을 한정하여 기존 규제 체계의
틀을 벗어난 완화된 규제를 적용
- 국가 전략특구4)에서도 자율주행차량, 드론 등의 근미래 기술들에 대한 실증 실험을 신속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샌드
박스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함
▶ 5대 분야별 과제
o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국민보험과 개호(介護)보험5) 등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이용한 진료를 지원
- 2020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을 가동하기 위해 2017년 중 실증 사업 실시를 통해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해 검토한 뒤, 2018년 이후 상세 설계에 착수
- 화상진단 지원, 의약품개발, 수술 지원, 게놈의료, 진단/치료 지원, 개호/치매 등 주요 6개
영역을 중심으로 AI 기술 개발 실용화를 촉진
- 의료 부문의 AI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정비하고 인증 체계를 마련
- AI를 활용한 의료 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방안 등 규정 정비
o (이동수단) 2020년까지 이동 수단의 혁명으로 불리는 무인트럭 군집주행과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실현
- 2017년까지 국도 상에서 후속 차량 유인(有人)시스템과 2018년까지 후속 차량 무인
시스템 실증 실험에 각각 착수하고 2020년 무인트럭 군집주행을 실현6)
- 2017년부터 전국 10군데의 지방 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량 운행 실증 실험에 착수
- 2017년까지 주행 환경의 복잡성 정도를 지표화하고, 지도 및 교통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수집해야 할 실증 데이터를 정의하고 정보 공유ㆍ수집 체제를 구축
- 2018년까지 실시간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 사양 및 구조 등을 검토
- 2018년까지 산간 지역 수하물 배송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도심 지역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드론 조작자의 가시권 내 비행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추진
4) 드론 관련해서는 치바(千葉)시, 니가타(新潟市) 등이 지정돼 있으며, 자율주행차량은 국도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함
5) 신체 및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공적 부조를 위한 보험
6) 무인트럭 군집주행은 통상 선두 차량에서는 사람이 탑승하며, 후속 차량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음.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후속 차량 역시 사람이 탑승을 하나 이후 후속 차량을 무인화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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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급망) 개발ㆍ제조ㆍ판매ㆍ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통 공급망 단계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수집ㆍ 활용이 가능하며, 데이터 간의 연계를 통해 고객별 요구에 입각한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최적화된 공급망을 구현
- 2017년까지 일본 안팎의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글로벌
단위의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2020년까지 공급망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한 표준을
통일화하여 글로벌 표준으로 제안
- 전국에 2019년까지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IoTㆍ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
40곳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건설) 쾌적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 분야에 ICT 접목을 촉진
- 2017년까지 건설 분야에서 3차원 공공데이터 활용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며, 2019년까지
오픈데이터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 규칙을 정비
- 2017년까지 건설 인프라 점검 및 재난 대응 로봇의 평가 기준이나 시험 방안을 마련
- 2025년까지 건설 현장 내 생산성 향상 20%를 목표로, 건설 인프라 점검에 로봇과 데이터
활용을 확대
- 선박의 개발ㆍ제작에서부터 운항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ICT를 적용하기 위한 ‘i-Shipping’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선박 제조 및 운영 관련 데이터 전송 분야의 국제 표준을
주도할 계획
o (핀테크) 금융 분야의 ICT 도입 촉진을 위해 ‘핀테크 실증 실험 허브’를 설치하고, 법령
준수와 감독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사업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
- 핀테크 기업의 금융 기관 제공 시스템 접속을 촉진시키기 위해 3년 이내 오픈 API 도입7)
은행을 80군데로 확대하기로 하며, 정부는 은행의 오픈 API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핀테크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
- 블록체인 연계 플랫폼 개발을 위해 전자 기록 채권 거래 및 본인 확인, 결제ㆍ물류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실증 실험을 추진
※ Reference
http://www.kantei.go.jp/jp/headline/seicho_senryaku2013.html
https://sharing-economy.jp/news/miraitoushi2017/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L30HL1_Q7A530C1000000/
7) 개인금융정보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핀테크 전문기업은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기획ㆍ제작ㆍ
제공하기 위해 기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를 오픈 API 방식을 통해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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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정보보안기술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평가지침 초안 발표 (2017. 5. 27.)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정보보안기술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평가지침(초안)》(信息安全
技术 数据出境安全评估指南(草案)을 발표하고 2017년 6월 27일까지 한 달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2017. 5. 27.)

▶ 개요
o 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때 실시해야 하는 안전평가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기술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평가지침(초안)》을 발표
- 2017년 6월 1일 발효된 《네트워크 안전법》에 의거한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발표된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전송 안전평가방법(초안)》을 보완하여, 국외이전 데이터에
대한 안전평가 절차와 방법, 중점 평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표준 문서임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안전평가 절차와 평가내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체 안전평가 및 국가 인터넷정보부처와 산업 관리책임기관의 안전
평가 지도ㆍ감독 업무에 참고할 수 있음
o (평가절차) ①자체평가의 실시 결정 ②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의 수립 ③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의 합법성과 정당성, 위험통제가능성 평가 ④평가보고 ⑤검사 수정 등으로 구성
- (자체평가의 실시 결정) 제품 및 서비스가 국외 기구, 조직 또는 개인에 제공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경우 또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해 이미 안전평가를 실시한 제품
이나 서비스의 목적, 범위, 유형, 수량 등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거나, 데이터를
이전받는 측이 변경되거나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함
- (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의 수립) 네트워크 운영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의 목적, 범위,
유형, 규모 ▲관련 정보시스템 ▲경유 국가와 지역 ▲데이터를 이전받는 국가나 지역의 기본
상황 ▲보안통제조치 등을 포함해 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의 합법성과 정당성, 위험통제가능성 평가)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먼저 평가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 시 노출
ㆍ훼손ㆍ왜곡ㆍ남용될 위험의 통제가능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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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고) 네트워크 사업자는 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의 평가를 완료한 이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 (검사 수정) 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이 합법성과 정당성, 위험통제가능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는 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을 수정하거나 데이터 국외이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1)를 취하고 자체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함
o (중점 평가사항) 데이터 국외이전 계획의 ①합법성 및 정당성 ②위험통제가능성 ③
데이터를 이전하는 측의 기술 및 관리 능력 ④데이터를 이전받는 측의 보안능력 ⑤
데이터를 이전받는 측의 소재 국가나 지역의 정치ㆍ법률 환경
- (합법성 평가)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중국 정부와 기타 국가, 지역 간 체결한
데이터 국외이전 조약〮협의에 부합할 것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 ▲국가인터넷
정보부처, 공안부문 등 유관부문에 의해 국외이전이 금지되지 않을 것 등을 평가
- (정당성 평가) ▲네트워크 사업자의 정상적인 업무활동과 계약의무 이행에 필수적일 것
▲중국 법률의무 이행 상 필요할 것 ▲사법 협조에 필요할 것 ▲기타 사이버보안의
주권과 국가안전, 공익 등에 필요할 것 등을 평가
- (위험통제가능성 평가)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의 수량, 범위, 유형, 민감도, 기술처리 현황2)
등의 데이터의 속성과 보안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
- (데이터를 이전하는 측의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안전관리제도, 인원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이전받는 측과의 계약 체결, 보안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평가
- (데이터를 이전받는 측의 보안능력 평가) 해당 조직의 안전관리 제도와 인력의 전문성,
보안기술 능력 등을 평가
- (데이터를 이전받는 측의 소재 국가나 지역의 정치ㆍ법률 환경 평가) 해당국과 중국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법규, 표준 상의 차이, 개인정보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기구, 사법체제, 산업자율체계 등을 평가
※ Reference
http://www.tc260.org.cn/ueditor/jsp/upload/20170527/87491495878030102.pdf
http://www.mondaq.com/china/x/600600/Security/CrossBorder+Data+Flows+Security+Assessments+in+China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5d76ba1-4a97-4453-b065-53e72c3833a1

1) 국외이전 데이터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데이터의 민감도를 낮추고 데이터를 이전하는 측의 안전보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조치, 데이터를 이전받는 측의 처리활동 제한 등을 포함
2) ▲개인정보의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낮아진 민감도가 다시 높아지지 않을
만큼 기술조치가 확실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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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방침 해설 (2017. 5. 31.)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네트워크 안전법의 시행에 앞서 홈페이지에 일문일답 형태로
법안 시행을 위한 관련 당국의 준비 현황과 방침 등을 해설한 웹페이지를 게시 (2017. 5. 31.)

▶ 개요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네트워크 안전법》의 시행을 하루 앞둔 5월 31일, 법안에
대한 우려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문일답 형태의 해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음
- 2016년 11월 《네트워크 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법안의 모호한 부분을 해소할
세부 시행규칙이 대부분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법안 시행
1년 이내 모든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업계의 자율규제를 권고
▶ 주요내용
o 중국 정부는 《네트워크 안전법》의 시행을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방법》과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전송 안전평가방법》, 《네트워크 핵심장비 및 네트워크안전
전용제품 목록》 등의 관련 문건을 마련 중
- 네트워크 안전법 제31조에 근거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방법》은 근시일 내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고, 제35조에 근거한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안전심사방법》은 5월 2일
발표되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23조에 근거한 《네트워크 핵심장비 및
네트워크안전 전용 제품목록(제1차)》1)은 6월 9일 발표됨
- 제37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전송 안전평가방법》과 《정보보안기술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평가지침》은 초안 발표 후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5월 19일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평가방법 수정안에 대한 토론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8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
o 네트워크 핵심장비 및 네트워크안전 전용 제품에 국가의 강제성 표준에 의거해 인증 및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제23조의 시행과 관련, 관련 제품목록이 발표되기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재인증이나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1) 라우터, 스위치, 서버, PLC 장비, 네트워크안전 제품으로 데이터백업 올인원 기기, 방화벽(하드웨어), 웹방화벽,
IDS, IPS, 안티스팸제품, 보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네트워크 복구제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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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1조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범위 확정은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복잡한
문제로 일단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관련 부처들이
지도성 문건과 표준을 마련 중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중앙정부가 보호업무를 총괄
기획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추진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에 주체적인 보호책임 부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네트워크
안전교육과 기술훈련 강화 등이 있음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제37조가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이 규정이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니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에
한정되며,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중요데이터와 개인정보에 국한된다고 해설
- 이는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평가 대상을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로 확대한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전송 안전평가방법(안)》과 배치되는 입장으로, 추후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전송 안전평가방법(안)》이 수정될 여지를 남김
- 중요데이터는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안전평가를 통해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국외이전이 가능하고 개인
정보는 본인 동의 시 반출이 가능함
o 네트워크 사업자가 불법 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각 해당 정보의 전송을 중단할 것을 규정한
제47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개인 간에 오가는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해명
-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에 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대상은 법률에 의해 발표나 전송이 금지된
정보에 국한되므로 언론 자유와는 무관함
※ Reference
http://www.cac.gov.cn/2017-05/31/c_1121062481.htm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c6842f5-7c4a-49de-8498-da93e1a90a81
http://www.china-briefing.com/news/2017/06/15/chinas-new-cyber-security-law-clarifications-implementation-delays.html

2) 국가는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등 중요 업계와 영역의 파괴, 기능상실,
데이터 누설로 국가 안전, 국민 생활, 공공 이익이 심히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네트워크보안등급보호제도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와 안전
보호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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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립교통위원회,
자율주행차량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2017. 5. 25.)
2020년까지 부분 자율주행1) 차량 주행 준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호주 국립교통위원회가2)
시범 주행 실행 주체와 도로 교통 관련 부처들의 업무 지침을 제시한 자율주행차량 시범
주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2017. 5. 25.)

▶ 개요 및 배경
o 호주 국립교통위원회(The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NTC)와 도로교통국(Austroads)이
공동으로 자국 내 도로 상의 자율주행차량 시범 사업에 대한 국가 가이드라인3)을 발표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나 단체들이 주 및 연방 도로 관련 부처에 자율주행차량
실험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호주에서는 공공도로 상에서 높은 수준
또는 완전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 신규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량 실험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2년
단위로 갱신 예정
o NTC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 호주 교통인프라이사회(Transport and Infrastructure Council)4)의
요청에 의해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도로 주행 실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부 토론
문서(discussion paper)5)를 배포
- 당시 참여 교통 위원들은 2020년 전까지는 부분 자율주행차량의 주행을, 2020년 이후
부터는 높은 수준 또는 완전 자율주행차량의 도로 주행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합의
- 이에 따라 NTC는 도로교통국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차량 시범 주행 가이드라인을 개발
1) 일정 구간에 대해 운전자 개입이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주행. 이에 반해 완전 자율주행은 목적지
입력 이후 도착지까지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의 주행
2) 규제와 운영 혁신을 주도하는 독립 규제 기관
3) Guidelines for Trials of Automated Vehicles in Australia
4) 호주 인프라 및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으로
15명의 호주 연방 및 각 주 소속 교통부 장관들로 구성된 실질적인 국가 교통 정책 결정 협의체
5) Discussion paper: National guidelines for automated vehicle trials, NTC, 2016.11/ 특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쟁점을 기술한 문서로 정책 필요성, 배경, 그리고 주요 검토 및 논의 사항을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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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외에도 NTC는 ▲주행자동화 단계별 차량 통제권 주체 정의6) ▲차량 성능 안전
확인 체계 마련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각종 규제 철폐 등의 작업들을 진행 중
▶ 주요내용
o 자율주행차량 시범 사업을 하려면 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서에 특정 도로, 경로
또는 지역 명칭 등 시범 주행 장소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o 도로 교통 관련 부처들은 자동화의 유형 및 수준, 시가지와의 거리, 제한 속도, 교통 혼잡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 적합성을 평가
o 시범 주행 기관은 도로 교통 관련 부처들의 안전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신청서 상에서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제출
o 시범 주행 기관은 도로 교통 관련 부처들에게 시범 주행에 따른 교통 혼잡 예측과 필요
행동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교통 관리 계획을 제출
o 시범 주행 기관은 시범 주행 경로 상의 차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나 인프라
관리 방안을 제출
o 시범 주행 기관은 시범 주행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o 시범 주행 기관은 시범 주행과 관련된 모든 주요 안전 위험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완화 또는 제거할 수 있을지에 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o 시범 주행 기관은 사고 발생 시, 사고일시/장소/신원/차량정보/피해상황 등 일반적으로
주행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기존의 사고보고 요구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o 이외 차량 성능과 관련된 근접사고 사례(near misses)나 일반인들의 불평 사항을 월
단위로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함
※ Reference
http://www.ntc.gov.au/Media/Reports/(00F4B0A0-55E9-17E7-BF15-D70F4725A938).pdf
http://www.opengovasia.com/articles/7632-national-guidelines-released-for-automated-vehicle-trials-in-australia
https://www.ntc.gov.au/current-projects/preparing-for-more-automated-road-and-rail-vehicles/
https://www.computerworld.com.au/article/610527/national-guidelines-facilitate-driverless-car-trials/

6) 부분자율주행일 경우 사람과 자동차 중 어느 쪽에 차량 통제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 있어 사고 책임 규명 측면에서 보다 명확한 주체 정의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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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해외 법제 동향과 우리법의 과제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京都大學 외국인공동연구원(日韓文化交流基金 초빙펠로우쉽)
• (前)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초빙교수(日本學術振興會 동아시아
차세대리더펠로우쉽)
• (前) Indiana University Maurer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現)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빅데이터의 축적, 로봇용 OS 보급, 뇌과학의 발달에 의해 조만간 우리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실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가운데에서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은 현저한데, 실제로 현재 구글카는 미국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여러 주에서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효용의 창출 등의 긍정적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특히 교통사고 수의 대폭 감소라는
예측은 매력적이다.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운전자 등의 판단이나 조작의 부적절,
교통신호 준수의무 위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교통사고건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다른 곳에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적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테슬라 자동차의 중국에서의 자율주행모드 중
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에 단순히 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행정법적인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가 등장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
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상용화에
대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용을 고려할 경우 가장 먼저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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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의 문제가 부각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야 그에 맞게 법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에 따른 5단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 레벨 0(No-automation) : 전적으로 운전자가 모든 것을 다해야 하며 운전의 자동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ㆍ 레벨 1(Function-specific automation) : 특정기능의 자동화. 하나의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ACC(Adaptive Cruise Control), 충돌피해방지 브레이크, 차선유지
보조장치 등에 의해 가속, 조향, 제동의 모든 조작을 자동차가 하는 운전이다.
ㆍ 레벨 2(Combined function automation) : 복수기능의 자동화. 가속, 조향, 제동 중
복수의 조작을 자동차가 하는 운전이다. 동시에 복수의 기능(핸들 조작, 액셀러레이터
등)이 자동화되어 있으나,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ㆍ 레벨 3(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 반자동운전. 가속, 조향, 제동 등을 모두
자동차가 한다(긴급 시 대응은 사람이 한다). 운전기능은 충분히 자동화되어 있고,
운전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ㆍ 레벨 4(Full self-driving automation) : 완전자동운전. 가속, 조향, 제동을 모두 자동차가
하는 운전(긴급 시 대응도 자동차가 한다)이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시스템으로부터
운전조작 변환의 요청이 있었으나 운전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운전 모드에 있어서 자동화된 운전 시스템에 의해 차량의 운전조작이 행해진다.

미국의 법제 현황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법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네바다 주에서는 2011년에, 플로리다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2년에
주 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정법을 가결 성립시켰다. 그밖에도 콜롬비아 특별구,
미시건, 테네시주도 이미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관련 법안을 심의중인 주도 17곳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미 성립하고 있는 주 제정법의 목적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뿐만 아니라 운용도
규정되어 있고, 개발 촉진뿐만 아니라 개인소유를 포함하는 곳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주행기술은 이미 국내 시판차에 도입되어 있는 예방안전시스템과 운전부하경감시스템
과는 구별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을 허가받은 사람은 주로 기존 운전면허보유자로
되어 있다. 한편 시판차를 개조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래 시판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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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우선 자동운전기술의 정의는 대략적으로
말하면, “자동차에 탑재된 기술로서 조종자의 적극적인 지배와 감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 기술”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네바다주법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기술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되는 ‘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가 있어야만 하고, 운전자는 통상의 운전면허에 특별한 보증(endorsement)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는 그 취지를 나타내는 표지가 붙어있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네바다주법은 법정의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에는 테스트의 경우를 제외
하고, 운전조작자가 물리적으로 차량 내에 존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레벨 4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 예상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일의 법제 현황
2017년 5월 12일 독일 의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결되어, 금후 공도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2020년 고도 자율주행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여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으로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장에 조기 도입하기
위해 법적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가속ㆍ조향ㆍ제동을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레벨 3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향후 보급을 겨냥한 것으로,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법률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는데 당초 정부안보다도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독일은 지금까지 레벨 3을 상정한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고 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제조사가 고도의 자율
주행자동차를 개발하여도 판매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은 특정 시간ㆍ상황 하에서
운전자 대신 운전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긴급 시나 시스템으로부터 요청된 경우에 한한다. 시스템으로부터의 요청은
시각, 음향 등의 인지 가능한 수단으로 운전자에 전달해야만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량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상당하는 기능의 탑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가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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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게 한다. 시스템이 원인인
경우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블랙박스에는 ①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했던 것이
시스템인지 운전사인지, ②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③차량이 언제 어디에 있었
는지 총 3종류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저장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서 사고 후 3년으로
연장된다.
당초 정부 법안은 시스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신속하게(unverzueglich)’
운전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 상황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작업을 실질적으로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수정안은 시스템에서 요청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wahrnehmungsbereit)’에 있으면,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 도로를 주시하고 있지 않거나
핸들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

국제협약 차원에서의 논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비준하고
있는데, 유럽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엔나협약의 비준국이 많다. 이 국제법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법 개정의 논의가 활발하다.
제네바협약 제8조제1항은,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5항은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적정하게 조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운전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되어 있다. 한편
제10조는 「차량의 운전자는 항상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적절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상황 상 필요할 때, 특히 전망이 좋지 않은
때에는 서행하거나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과 레벨 3 이상 기술의 사회적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최근 협약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위 제네바협약과 차량에 관한 기술적
규제와의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네바 협약 제8조에 제6항을 추가한다고 하는
제안이다. 추가될 수 있는 제8조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차량의 운행상태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 차륜을 가진 차량에 적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부품에 관한 국제적 법 준칙에 따른 설계, 장착 및 이용 조건과 합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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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당해 시스템은 본조 제5항 및 제10조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제1문)
「차량의 운행상태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 국제적 법준칙에 따른 설계, 장착 및 이용의
조건과 합치하고 있지 않지만, 당해 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 제어되거나 전원을 단절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스템은 본조 제5항 및 제10조에 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제2문)
이 새롭게 상정된 규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핸들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국제적 합의 또는 요구되는
국제적 수준에 따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스템을 제네바협약 제8조제5항
(운전자의 핸들 등 조작의무를 전제로 하는 규정) 하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제8조제6항제1문) 또한 해당 시스템이 국제적 합의 내지 국제적 수준에 합치하지
않아도 운전수가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에 한에서 그 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8조제6항제2문)

우리나라 법제 현황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자동차관리법인데,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즉 제27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둔 규정으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 시험 연구 목적으로 5년간
임시운행만 허가받을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에 따를 때, 레벨 2 내지 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가 확실한 조작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로서, 핸들, 브레이크
등의 확실한 조작을 스스로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운행은 자동차의 운행에 수반한
사고의 방지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상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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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다른 차량이 주의하도록 표시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한정된 지역에서만 시험용으로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추고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시험용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상의 과제
현재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 가운데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한 것이 자율주행자동차
이고, 조만간 실용화를 앞두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자율주행자동차가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되면 유지비와 세금, 주차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세계적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모든 자가용이 공유차량으로 활용된다면 전체 자동차
수가 80% 이상 감소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미시건 대학의
연구결과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사회가 도래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단계라면
오히려 유연성을 가지는 인간이 운전하는 차가 위험원이 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미래상황까지 대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술실현을 눈앞에 둔 상황에 대한 법적 정비는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보적이다.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구글사의
문의에 대하여 “사람이 아닌 존재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운전자’로 간주하는 것이 적당하고, 자동운전차량과의 관계에서는 그 안전기준상의 ‘운전자’는
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다.”라는 취지로 회답하였다. 물론 이것은 차량의 안전
기준에 관한 조회 및 회답에 관한 것이지만, 인공지능이 운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전통적인 법적 기준속의 ‘운전자’ 개념과는 다른 파격적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법제도적 뒷받침은 산업발전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상대인 미국이나 독일에서의 입법 작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시험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이루어지거나, ITS 등과의 연계 하에 일부 구간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이 허용될 것
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자동차관리법에서의 규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에서의 포섭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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