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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7. 9. 5.)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이유
o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화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572호,
2017. 3. 14. 공포, 9. 15. 시행)됨

o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확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제출근거 마련(제4조의3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
정보화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o 정보화계획 수립 제외대상의 기준 마련 등(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업인 경우, 경미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사업의 내용과 예산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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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7. 9. 19.)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이유
o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고, 도시 간 경쟁
유도 및 수준진단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
▶ 주요내용
o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정보 확대(제2조제4호, 제2조제11호 신설)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에너지, 수자원 및 주거 정보를 추가함
o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 확대(제6조)
-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을 위하여 기금 융자 등 법령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규모를 16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o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취소절차 마련(제31조 및 제32조 신설)
-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인증기준에 인증대상별 인증지표ㆍ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증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통보를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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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언론
보도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많은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음
o 이에 대하여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가짜뉴스를 통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o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
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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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017. 9. 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랜섬웨어 공격 등 침해사고가 고도화ㆍ다양화 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와 병원 등 비영리법인 기관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없어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과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만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비영리법인, 사립학교 및 병원
등도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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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7. 9. 2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ㆍ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
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o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o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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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필수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선택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경우에는 “전체동의” 항목을 눌러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한번에 모두 동의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케팅 정보 등 선택정보의 수신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주요내용
o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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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교육정보화진흥법」 제정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017. 9.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을 이용한 교육, 교육행정 등 교육정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o 이에 교육정보화 진흥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국가적인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교육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o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 특수교육, 도서관, 학술
연구, 교육행정 등의 정보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부터 제17조까지)

o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 등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하도록 함(안 제21조)
o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특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o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ㆍ재해복구체제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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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ㆍ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학생들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ㆍ
비판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0조의8제1항)
o 각종 교육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ㆍ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8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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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유ㆍ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계층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은 유아의 언어능력,
신체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현행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ㆍ해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용어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용어로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유해한 ‘중독’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이에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인터넷중독예방
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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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
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o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
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주요내용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10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0 (September 2017)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7. 9. 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전기통신의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기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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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2017. 9.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의 대용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에서 국민의 금융편의를 위해 잔액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3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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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사이버보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 발표 (2017. 9. 13.)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보안 법규 제안, ▲유럽 네트워크정보보안기구(ENISA) 권한 확대 및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지침 실행 방안으로 구성된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 (2017. 9. 13.)

▶ EU 사이버보안 대응 강화 이니셔티브
o 2017년 9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의 이니셔
티브를 공개
- 장 끌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9월 13일에 개최된 연례 정책
연설(State of the Union 2017)을 통해 EU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마련에 착수
했다고 발표
o 이 날 공개된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음
① EU 사이버보안기구(EU Cybersecurity Agency) 설립을 위한 ‘사이버보안 법규(Cyber
security Act Regulation)’ 및 ‘부칙(Annex)’ 제안서1)
- 유럽 네트워크정보보안기구(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ENISA)의
권한 강화와 사이버보안 인증 기구 설립을 제안
②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지침(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 NIS Directive)’
실행 방안2)
- NIS 지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포괄적인 국가 전략 수립 ▲지침 실행 및 집행의
효용성 ▲국가 단위 ‘컴퓨터보안침해대응팀(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CSIRT)’ 역량 강화 ▲국가 기간 서비스3) 사업자(Operators of Essential Services)식별
기준의 일관성4)등을 다룸

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NISA, EC, 2017. 9. 13.
2) Making the most of NIS – toward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EU) 2016/1148 concerning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across the Union, EC, 2017. 9. 13.
3) EU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상위 레벨의 공통적 조치를 언급한 EU Directive 2016/1148의 Annex II에
따르면, ‘국가 기간 서비스’란 에너지, 교통, 은행, 금융시장 인프라, 의료, 식수공급 및 전달, 디지털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함
4) 핵심 사회경제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지, 이러한 서비스는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하는지, 발생된 사고가 이러한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판단하여 국가 기간 서비스 사업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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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③ 회원국의 사이버 공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고서5)
- 정보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회원국들의 공통된 정의와
함께 사이버 공격 제제 수준과 수단 및 각국 정부 부처들 간의 정보 교환 등의 이슈를 다룸
- 정보 시스템, 컴퓨터 데이터, 법인격 등 EU 문서 내의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정의를 회원국
간에 공통으로 공유함으로써 당국 간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협력과 제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o 상기 이니셔티브들은 회원국과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역량과 준비도 및 인적ㆍ물적 대응
자원 향상에 일조해 파편화되어 있는 EU 회원국들의 정책과 사이버보안 접근법을
단일화시킬 계획
▶ EU 사이버보안 법규 구성
o EU의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인 ENISA의 권한을 확대하여 독립 기구 역할을 하는 사이버
보안센터로 전환하여 EU 기구와 조직 및 회원국들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
하는 업무를 지원6)
- 또한 ENISA는 사이버보안 역량 구축, 운영 협력, 사이버보안 인증 및 국제 협력과
관련된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
- 유럽위원회는 초안 규정이 통과되면 매 5년 단위로 ENISA의 성과를 측정할 계획
o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계획(European Cybersecurity Certification
Schemes, ECCS) 프레임워크를 제안
- ECCS 구축 프레임워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카와 같은 커넥티드 기기를
포함한 ICT 제품과 서비스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교통, 에너지 및 의료 등 각 산업
분야에서의 자생적 범유럽 인증 및 등급제도(scheme)를 개발하기 위해 제안
- ICT 제품과 서비스는 저장, 전송 및 가공된 데이터의 가용성, 신뢰성, 완결성 및 기밀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Referenc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4434cf8-aa4b-4921-8393-058b422ef241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476-F1-EN-MAIN-PART-1.PDF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474-F1-EN-MAIN-PART-1.PDF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477-F1-EN-MAIN-PART-1.PDF
5) Report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the Member States have taken th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comply with Directive 2013/40/EU on attacks against information syste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5/222/JHA
6) 그동안 ENISA는 EU 인터넷 보안 전략 개발의 구심적 역할을 해 왔으나, 국제 간 협력 촉진이나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국가 별 이해와 용어 정의를 단일화 하는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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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자율주행차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2017. 8. 23.)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가 자율주행차량 사고 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룬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량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 (2017. 8. 23.)

▶ 개요
o 2017년 8월 23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연방 장관인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가 의회 연설을 통해 독일의 자율
주행차량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
- 윤리 가이드라인은 총 20개의 테마에 대한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천명
o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량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세계 최초로 밝힌 사례
- 도브린트 장관은 ‘사람과 기계와의 상호 작용이 디지털화와 자가 학습 시스템(Self-learning
systems)의 시대에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윤리위원회(Ethical Committee)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자평
- 윤리위원회는 윤리, 법 및 기술 분야의 14명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고 전문가, 법학자,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철학자, 신학자 및 소비자 보호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함
▶ 주요내용
o 윤리위원회는 자동화 및 네트워크 기반 주행이 사람 운전자에 비해 사고 발생률을 더
낮출 수 있다면 윤리적으로 필요한 기술로 인정
o 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량 프로그램은 인간 생명 보호를 가장 우선
결정 순위에 두어야 함
o 사람과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자율주행차량은 인명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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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자율주행차량은 자산 손실, 동물 피해 등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함
- 이러한 결정은 지난 60년간의 윤리 논쟁을 야기했던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1)나,
두 명의 노인을 살리느냐 한 명의 아이를 살리느냐, 임신한 여자를 살리느냐 남자와
아이를 살리느냐와 같은 윤리적 난제들이 자율주행차량에 적용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한 독일 정부 입장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함
o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자율주행차량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또는 기타 관찰 가능 요인에 의한 차별이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함
o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운전 조작에 관한 책임 주체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함
o 주행 기록은 문서화되고 저장이 가능해 이를 통한 책임 소재 판별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블랙박스와 같은 감시 시스템이 차량에 탑재되어 주행 기록을 저장함으로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o 운전자는 차량 정보의 소유주체로서 어떤 개인 정보가 차량으로부터 수집되는 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의 허락 없이는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됨
※ Reference
http://www.bmvi.de/SharedDocs/DE/Pressemitteilungen/2017/128-dobrindt-massnahmenplan-ethikregeln-fahrcomputer.html
https://qz.com/1061476/germanys-new-regulations-on-self-driving-cars-means-autonomous-vehicles-wont-compare-human-lives/
http://www.thedrive.com/sheetmetal/13746/germany-drafts-ethics-rules-for-self-driving-cars
https://www.engadget.com/2017/08/24/germany-implement-ethical-guidelines-self-driving/

1) 1967년 필리파 푸트(Philippa Foot)가 제시한 윤리학 분야의 사고 실험으로, 운행 중 열차에 이상이 생겨 그대로
운행할 경우 본선에 서 있는 5명이 치여 죽을 수 있고(운전자의 행위 비개입), 다른 전차 선로로 전환할 경우 1명이
치여 죽을 수 있는(운전자의 행위 개입) 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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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
정보 시스템과 조직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통제지침 5차 개정안 발표 (2017. 8. 15.)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가 SP 800-53의 5차 개정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연방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했던 4차 개정안과 달리 모든 조직에서 활용
가능하며, IoT기기 등 모든 컴퓨팅 시스템으로 적용 대상을 확장 (2017. 8. 15.)

▶ 개요
o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이하 NIST)가 8월 15일 SP(Special Publication) 800-53 5차
개정안 ‘정보 시스템과 조직을 위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통제지침’1)을 발표했으며 9월
12일까지 공개의견을 수렴한 뒤, 금년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
o NIST는 이번 개정이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모든 유형의 컴퓨팅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SP 800-53은 4차 개정안까지 연방 정보시스템과 조직을 대상으로 했으나, 4차 이후
3년 만에 업데이트된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
- 정보시스템뿐 아니라 범용 컴퓨팅 시스템, 클라우드/모바일 시스템, 산업용 시스템과
IoT 기기 등 상호연결이 가능한 모든 시스템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표로 제시

▶ 주요내용
o 정보시스템과 조직에 대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통제2)를 규정한 지침으로, 연방기관들은
연방정보보안현대화법(FISMA)3)에 따라 본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정보를 처리, 저장, 전송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연방 정보시스템과
조직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 조직들도 본 지침의 활용이 권장됨

1) Security and Privacy Controls for Information Systems and Organization
2) 시스템과 시스템 내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이나 정보시스템이나 조직이 수행해야 할
운영 및 기술상의 안전조치로서, 각 통제는 해당 영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들을 포함
3)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of 2014. 연방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보안
통제조치의 개발과 유지관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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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범용 컴퓨팅 시스템, 사이버물리시스템, 클라우드〮 모바일 시스템, 산업용 제어
시스템, IoT 기기 등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컴퓨팅 플랫폼 역시 정보시스템의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본 지침을 활용할 수 있음
o 통제영역은 접근통제, 보안의식 교육, 보안평가, 유지보수, 위험평가, 사고대응 등 총
20개로 구성되며, 각 조직은 조직의 임무나 사업상의 수요 또는 법이나 규제, 정책과의
일관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안통제방안을 선택해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4차 개정안에 있던 연방 정보 시스템을 위한 획일적인 통제 선택 과정을 삭제하고 이를
NIST SP 800-374)로 이전함으로써, 5차 개정안부터 각 조직이 기존에 채택한 정보보호
프레임워크에 따라 자유롭게 보안통제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시스템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영자 등 민간 부문에서도 자사의
기존 정보보호 프레임워크와 NIST의 통제지침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음
- SP 800-53에 포함된 보안 통제와 ISO/IEC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IEC
15408(공통평가기준) 등의 국제 정보보호 표준의 매핑 테이블5)을 부록으로 제공함
으로써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의 활용도 제고
o 시스템의 보안 통제와 프라이버시 통제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과 개별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영역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연방기관과 보안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보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본 문서 상의 보안 통제와 프라이버시 통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목록에 통합되어
있으나, 부록을 통해 프라이버시에 국한된 통제 및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공동 통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상황에 따라 보안과 프라이버시 통제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Reference
https://csrc.nist.gov/csrc/media/publications/sp/800-53/rev-5/draft/documents/sp800-53r5-draft.pdf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53b798e-e355-4f48-becb-c506fc3efc3e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17/08/nist-crafts-next-generation-safeguards-information-systems-and-internet
https://www.insidegovernmentcontracts.com/2017/08/nist-releases-fifth-revision-special-publication-800-53/

4) 연방 정보 시스템에 대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Guide for Applying the Risk Management
Framework to Federal Information Systems)
5) 서로 다른 테이블 간의 필드값을 비교ㆍ대조할 수 있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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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만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및 조정 강화 법안 국토안보위원회 통과 (2017. 9. 7.)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항만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됨 (2017. 9. 7.)

▶ 개요
o 2017년 9월 7일,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The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국 항만을 보호하 위한 법안인 《항만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및
조정 강화 법안》1)을 승인
- 캘리포니아주 소속 민주당 의원인 노마 토레스(Norma J. Torres) 의원이 2017년 6월
하원에 제출한 법안으로 미국 항만의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및 조정 역량 강화를 목적
으로 함
- 하원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향후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에 의해
법안이 최종 공표될 예정
o 최근 전 세계 주요 항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6월에는
로스엔젤레스 항만 터미널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이틀 간 폐쇄된 바 있음
- 미국에서는 세계적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Maersk)가 임대한 컨테이너 터미널이 랜섬
웨어 '페티야'(Petya)에 감염돼 2017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폐쇄되었음
- 미국 항만에서는 매년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수하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통신,
항로, 엔지니어링, 안전, 수하물 등에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관리ㆍ운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사이버 인프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주요내용
o 동 법안은 항만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화
- 이 법안은 ▲사이버보안 리스크 평가, 정보 공유 및 조정 ▲해상 사이버보안 강화
▲취약성 평가 및 보안 계획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1)H.R.3101 - Strengthening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nd Coordination in Our Ports Act o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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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보안 리스크 평가, 정보 공유 및 조정
o 국토안보부는 법안 효력 발생 이후 120일 이내에 해상 사이버보안 위기 평가 모델을
개발 및 실행하여야 함 (2절 1조)
- 사이버보안 위기 평가 모델의 효과에 대해 최소 2년 1회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2절 2조)
o 해운 항만 업계 소속 정보 공유 및 분석 기관(ISAO)2) 중 최소 하나의 단체는 국가
사이버보안 통신통합 센터3)(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에 참여하여야 함(2절 3조)
o 국토안보부는 해상 관련 사이버 보안 위기 및 침해 사례에 대한 자발적 보고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야 함(2절 4조)
2) 해안 경비사령관4)을 통한 국토안보부의 해상 사이버보안 강화
o 해안 경비사령관으로 하여금 지역 해상 보안 자문위원회(Area Maritime Security Advisory
Committee)5)의 항만 사이버 보안 위기와 침해 사례 공유 활동을 촉진(3절 1조)
o 해안 경비사령관의 해상ㆍ설비 보안 계획에 사이버 보안 위기 방지, 관리 및 대응책이
포함되어야 함(3절 2조)
3) 취약성 평가 및 보안 계획
o 해당 해안 경비대에서 운송 보안 사고와 연관될 수 있는 설비 및 선박에 대한 상세한
위험 취약성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물리보안 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의 취약성도
평가하도록 함
o 선박이나 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자는 보안 계획 수립 시 물리 보안 유지, 보안 시설
접근 관리 유지, 보안 정책, 통신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위기 방지ㆍ관리 및
대응에 관해서도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101/text
http://thehill.com/policy/cybersecurity/349633-house-panel-advances-measure-to-guard-us-ports-from-cyberattacks
http://www.latimes.com/business/technology/la-fi-maersk-cyber-attack-20170629-story.html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477-F1-EN-MAIN-PART-1.PDF
2)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Organization. 2015년 2월,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정보분석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비영리기구나 특수 목적법인 혹은 회원제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3) 국토안보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허브 역할을 담당
4) Commandant of the Coast Guard. United States Coast Guard(USCG)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미국 연안에서 활동하며
영해 경비, 치안 유지, 해난 시의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 조직. 해안 경비사령관은 4성급 제독
5) 《해상교통보안법》(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연방, 주, 지방 부처 및 업계 등 항만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해상 보안을 위한 비상 계획, 개발 및 검토 등의 활동을 수행

- 20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0 (September 2017)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교통부,
자동주행시스템 2.0 비전 발표 (2017. 9. 12.)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량 개발과 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와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한 자동주행시스템 2.0 비전을 공개 (2017. 9. 12.)

▶ 개요
o 2017년 9월 12일, 미국 교통부 일레인 차오(Elaine Chao) 장관은 자율주행차량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 자동주행시스템 2.0(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비전을 공개
- 교통부는 강제적 법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업계의 자발적 준칙, 자율주행차량 분야의
자동차 제조 기업, 기술 기업 및 주 규제 기관들의 자율주행차량 혁신 촉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회 공청회와 자율주행차량 업계 구성원들로
부터 피드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 것으로써 ‘베스트 프랙티스1) 창출’과 ‘안전’을 위한
업계 및 정책 당국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
o 이번 비전은 2016년 9월에 발표된 2016 연방 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의 후속 조치로, 업계의 ‘자율적인(voluntary)’ 권장 사항 이행을 거듭
강조하며, 기존 안 대비 규제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
▶ 주요내용
1) 자동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o 제시된 비전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자동주행시스템의 안전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인
▲시스템 안전 ▲운영 설계 영역 ▲대상물 및 이벤트 탐지 및 대응 ▲위기 상황 최소화
▲안전 위협 최소화를 위한 방법론의 타당성 ▲인간-기계 간 인터페이스(HMI) ▲차량
사이버보안 ▲충돌 시 피해 최소화 ▲사고 직후 안전 행동 ▲데이터 기록 ▲소비자
교육 ▲연방/주 단위 법제 대응 등 각각에 대해 자발적인 준수 가이드를 제시

1) 모범 사례. 어떤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프로세스나, 전달 대상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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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율주행차량 설계 및 검증 단계에서는 자동주행시스템의 차량 통합2)은 물론 광범위한
교통 생태계 측면에서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위기 평가 실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o 자율주행차량은 0-5단계로 구성된 SAE3) 자율화 단계4) 중 3-5단계 수준의 기술을 반영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
o 자율주행차량 테스트 및 운행과 관련된 주체들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개발을
위해 각 시스템의 안전 자율 평가(self-assessment) 방식을 자발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권장
o 자율주행차량 개발 주체들은 충돌 회피 기능의 평가, 테스트 및 입증의 과정을 문서화
하는 것이 바람직
2) 연방과 주 정부의 규제 역할 구분
o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차량의 안전
설계와 성능 규제를 담당하며, 주 정부는 사람 운전자와 차량 운행에 관한 규제를 담당
o NHTSA는 자율주행차량의 본격적 출시에 앞서 연방차량안전표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을 개발하고 표준 준수를 감독
o NHTSA는 차량 안전 이슈에 대해 시민들과의 소통 및 교육 강화
o 주 규제 기관들은 자율주행차량 테스트와 운행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민간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일은 지양할 것
- 주 규제 기관들은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과 규제를
검토하고,

공공 도로 상에서의 자율주행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테스트 및 등록 신청

절차와 허가 조건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야 함
※ Reference
https://www.nhtsa.gov/sites/nhtsa.dot.gov/files/documents/13069a-ads2.0_090617_v9a_tag.pdf
http://www.greencarcongress.com/2017/09/20170913-dot.html
https://cei.org/blog/nhtsa-releases-improved-federal-automated-driving-system-guidance

2) 자동차를 자율주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센싱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인 자동주행시스템이 차량 전체의 일부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함
3) SAE International(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차량 기술 개발을 위해 항공우주, 자동차 및 상용차 업계에서 종사하는
128,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관련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적 규모의 민간 조직
4) SAE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화 정도에 따라 0~5단계로 구분. 본문에서 언급한 3~5단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자율화 단계임.(3단계 :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운전자가 필요하나 주변 환경을 주시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 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야 함 / 4단계 : 고도 자동화 단계로, 특정 상황 하에서 모든 운전 기능을 차량이 수행함 /
5단계 : 완전 자동화 단계로, 모든 상황 하에서 모든 운전 기능을 차량이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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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네트워크 안전법 관련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7. 8. 30.)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네트워크 안전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기술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일반요구》 규정과 《정보보안기술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
평가지침》 가이드라인 초안 등을 발표함 (2017. 8. 30.)
▶ 개요
o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네트워크 안전법》에 의거해 《정보보안기술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일반요구》 규정1)과 《정보보안기술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평가지침》,
《정보보안기술 주요정보기반시설 안전검사평가 가이드라인》, 《정보보안기술 주요정보
기반시설 안전보장 평가지표체계》 가이드라인 등 총 4개 문서의 초안을 발표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 주요내용
o 《정보보안기술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일반요구》는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네트워크
제품2)과 네트워크 서비스3)에 대한 일반 안전요구사항과 강화 안전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 일반 안전요구사항은 ▲멀웨어 예방 ▲보안취약점 관리 ▲보안 운영과 유지관리 ▲
사용자 정보보호 등을 포함
- 강화 안전요구사항에는 보안기능과 안전보장이 있으며, 보안기능 요구사항으로는
▲신원인증과 감별 ▲접근통제 ▲보안감사4) ▲통신단말기의 안전성 및 개인정보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보안조치가 있으며, 안전보장 요구사항으로는
▲안전보장 제도와 조직의 수립 ▲설계와 개발 ▲생산과 납품 ▲운영과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 보안조치를 포함
o 《정보보안기술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평가지침》은 지난 5월에 1차 초안이 발표된 바
있는데, 1차와 비교해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국내 운영(domestic operation)의 정의와
국가 인터넷 정보부처 및 산업별 관할당국의 안전평가 절차를 새롭게 추가한 것임
1)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임
2)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의미하며 컴퓨터, 정보단말기, 기초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
3) 공급자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수요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행위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네트워크통신서비스, 데이터처리 및 저장
서비스, 정보기술 컨설팅서비스, 설계 및 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 통합 및 유지서비스 등이 있음
4) 사용자 계정의 로그인/로그아웃,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하여 이벤트의 발생 일시, 이벤트 종류, 이벤트 주체의
신원 등의 기록, 해당 기록에 대한 무허가 접근이나 수정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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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국내 운영 사업자는 중국 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1년 내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분량이 국가 인터넷 정보부처와 산업별 관할당국이
정한 상부 보고기준에 도달한 경우 ▲핵심설비, 생물화학, 국방, 인구보건 관련
데이터, 대규모 공사, 해양환경, 민감한 지리정보 및 기타 중요정보 ▲주요 정보
기반시설의 보안 결함과 안전조치를 포함한 네트워크 안전 관련 정보 등의 국외
이전 시 국가 인터넷 정보부처와 산업별 관할당국이 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국가 인터넷 정보부처와 산업별 관할당국은 네트워크보안 전문가, 데이터보안 전문가,
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평가
보고서와 관리책임기관이 작성한 안전평가 보고서를 분석하고, 데이터 국외이전
허가 여부에 대한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o 《정보보안기술 주요정보기반시설 안전검사평가 가이드라인》은 주요정보기반시설5)에
대한 안전평가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문서로, 안전평가 항목은 ▲관련 법률ㆍ법규와
정책표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규정이행평가, ▲보안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보안수준을

평가하는

기술평가,

▲해당

시설의

특징에

따라

보안위험을 분석하는 분석평가로 구분됨
o 《정보보안기술 주요정보기반시설 안전보장 평가지표체계》는 주요정보기반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지표체계를

수립한

문서로,

평가지표는

크게

▲안전보장조치의 수립현황지표 ▲안전보장체계의 운영능력지표 ▲안전보장체계의
보안현황지표6)로 분류됨
- 이상 3개의 1급 지표는 하위에 전략보장지표, 관리보장지표, 안전방어지표7), 안전
모니터링 지표 등 총 10개의 2급 지표를 두고 있으며, 2급 지표는 다시 계획지표,
제도지표, 표준지표, 자금투입지표 등 총 26개의 3급 지표로 구성됨
※ Referenc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7f8665b-b6b4-4a18-9f62-f02a33694965
http://www.tc260.org.cn/zyjfb.jsp?norm_id=20170220220841&recode_id=23879&idea_id=20170830211538&t=0.7004953978730064
http://www.tc260.org.cn/zyjfb.jsp?norm_id=20170320160046&recode_id=23881&idea_id=20170830211650&t=0.699278771108887
http://www.tc260.org.cn/zyjfb.jsp?norm_id=20170221113131&recode_id=23883&idea_id=20170830211755&t=0.3017534417293066
http://www.tc260.org.cn/zyjfb.jsp?norm_id=20170321155516&recode_id=23885&idea_id=20170830214650&t=0.7485125524383964

5)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등 중요
산업 영역에서 기능이 파괴 또는 상실되거나 데이터 유출시 국가안전과 민생,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정보시설
6) 주요정보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과 잠재적 위험, 보안사고 발생현황 등을 평가
7) 주요정보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조치의 유효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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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포럼 및 단체채팅방서비스 관리규정 발표 (2017. 9. 7.)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실명제 도입을 강제하는 《인터넷포럼
커뮤니티서비스관리규정》과 단체채팅방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인터넷단체
채팅방정보서비스관리규정》을 잇달아 발표

▶ 개요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인터넷 포럼 이용자 실명제 실시를 골자로 한 《인터넷
포럼커뮤니티서비스관리규정》을 8월 25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단체채팅방 서비스 단속을 위한 《인터넷단체채팅방정보서비스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중국 정부는 10월 18일로 예정된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VPN 차단을 강화하고, 유언
비어와 음란물 유포 등을 이유로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
o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인터넷포럼과 단체채팅방 서비스의 전국적인 관리감독과 법
집행을 담당하고, 각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 관할지역 인터넷포럼과 단체채팅방
서비스의 관리감독과 법 집행을 담당함
▶ 주요내용
1) 인터넷포럼커뮤니티서비스관리규정
o 인터넷포럼, 게시판, 커뮤니티 등 사용자들이 정보를 게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포럼 사용자는 법률ㆍ법규와 정부의 관련 규정이 금지하는 정보1)를
게재하거나 전달해서는 안되며, 인터넷포럼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넷포럼커뮤니티
서비스관리규정》의 금지사항에 대해 위반 정도가 심한 이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함
1)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정권전복을 꾀하거나 국가통일을
해하는 것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 ▲민족에 대한 증오,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해하는 것
▲사교와 미신을 선전하는 것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해하는 것 ▲음란, 도박, 폭력 콘텐츠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 권익을 해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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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포럼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법률ㆍ
법규와 정부의 관련 규정이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즉시
게재를 중단하고 게시글 내용과 작성자, 처리 조치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해 국가나 해당
지역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해야 함
o 인터넷포럼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 계정 등록 전에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
- 인터넷포럼 서비스 제공업체는 금지된 콘텐츠가 등록되지 않도록 허위 신분을 등록한
사용자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사용자 개인정보의 유출, 변경,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
2) 인터넷단체채팅방서비스관리규정
o 웹사이트,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단체가 정보를 교류할 공간을 제공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
- 단체채팅방 서비스 제공업체는 단체채팅방의 성격과 유형, 사용자 규모, 활동수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관리 제도를 만들어 국가나 성ㆍ시ㆍ자치구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해야 하며, 사용자 신용도 관리체계를 수립해 신용도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에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
o 단체채팅방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사의 규모와 관리능력에 의거해 단체채팅방의 수와
단체채팅방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제한해야 하며, 단체채팅방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운영자의 신원과 신용도, 운영자질 등을 평가하고, 운영자와 참여자의 신분정보를 기록해야 함
-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률ㆍ법규를 위반한 채팅방에 경고나 시정, 운영중단,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단체채팅방 운영자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강등하거나 관리권한을
중단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이 심각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채팅방 개설권한을
제한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해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함
-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련 주관부처로부터 감독과 심사를 받고 필요한 기술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하며, 단체채팅방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 Reference
http://www.cac.gov.cn/2017-08/25/c_1121541921.htm
http://www.cac.gov.cn/2017-09/07/c_1121623889.htm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internet/china-tightens-control-of-chat-groups-ahead-of-party-congress-idUSKCN1BI1PC
https://techcrunch.com/2017/08/27/china-doubles-down-on-real-name-registration-laws-forbidding-anonymous-online-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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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안전 위협모니터링 및 처리방법 발표 (2017. 9. 13.)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 도메인 서비스 사업자 등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안전 위협모니터링 및 처리방법》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2017. 9. 13.)

▶ 개요
o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네트워크 질서와 공공 이익의 수호, 시민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안전 위협 모니터링 및
처리방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
- 공업정보화부는 통신사과 인터넷 사업자 등으로부터 네트워크안전 위협 정보를 수집해
네트워크안전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
▶ 주요내용
o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안전 위협은 공공인터넷 상에 존재하거나 전파되며, 공공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자원, 악성프로그램, 보안 위험요소나 보안
사고 등을 지칭
- 구체적으로는 피싱 사이트, 피싱 메일, SMS/MMS, 인스턴트 메시지 등의 형식으로
네트워크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 IP 주소나 도메인, URL, 전자정보와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봇넷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포함
- 또한, 하드웨어 취약점, 소스코드나 비즈니스 로직1)의 허점, 취약한 패스워드, 백도어 등의
보안 위험과, 호스트 컴퓨터의 통제, 데이터 유출, 웹페이지 변조 등 이미 불법 침입이
발생한 침해사고 등도 포함
o 공업정보화부는 전국의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안전 위협 모니터링과 처리업무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국이 해당 행정구역 내의 공공인터넷 네트
워크 안전 위협 모니터링과 처리 업무를 담당함

1)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의 입력, 수정, 조회 등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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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보안업체, 도메인 서비스업체 등 관련 조직은 네트워크
안전 위협 모니터링과 처리업무를 강화하여 위협 발생 시 적시에 발견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책임 부서와 책임자, 연락 담당자를
명확히 해야 함
o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보안업체, 도메인 서비스업체 등 관련 조직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 위협이 발견되면, 해당 조직에 관련된 문제는 즉각 처리하고 기타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즉각 관련 정보를 공업정보화부 및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 공업정보화부는 네트워크안전 위협 정보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안전 위협
정보를 일괄적으로 취합, 저장, 분석, 발표함
-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플랫폼 관련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안전
모니터링 플랫폼과 연계하고,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조정센터(CNCERT)2)가
네트워크안전 위협정보 공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를 담당함
o 통신관리국은 CNCERT,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등 전문기구에 위탁해 사업자들이 제출한
네트워크안전 위협 정보를 확정하고 처리방법을 건의 받아, 다음과 같은 처리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악성 IP주소/도메인/URL 등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차단 조치 ▲네트워크나 시스템,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제거 조치 ▲취약점, 백도어가 존재하거나 이미
진행된 침입이나 제어, 변조에 대한 개선조치와 안전위험요소의 제거 조치 ▲네트워크
안전 위협을 제거, 저지, 제어할 수 있는 기타 기술 조치 등
o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도메인 서비스업체 등은 통신관리국의 통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리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네트워크안전 위협의
확인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는 처리조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도메인 서비스업체 등이 통신관리국의 통지에 따라
네트워크안전 위협에 대한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통신관리국은 《네트워크
안전법》에 의거해 경고,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 Reference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6/c5800562/content.html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cyber/china-beefs-up-cyber-defenses-with-centralized-threat-database-idUSKCN1BO12K
http://www.ibtimes.co.uk/china-will-force-internet-companies-log-cyberattacks-new-national-database-1639258
2) 공업정보화부 산하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조직. 공식 영문명은 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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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 (現)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前)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前) 독일 Mannheim대학교 객원학자

일종의 인공지능 로봇으로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 운행에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품화 되어 왔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운전자를 보조하는가에 대해 단계를 나누어 6단계로 구분하는 미국 자동차공학
협회(SAE)의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레벨0은 비자동화수준(No Automation), 레벨1은
운전자 보조수준(Driver Assistance), 레벨2는 일부 자동화 수준(Partial Automation), 레벨3은
조건적 자동화수준(Conditional Automation), 레벨4는 고도의 자동화수준(High Automation),
레벨5는 완전한 자동화 수준(Full Automation)이며, 레벨3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현재의
수준은 레벨2와 레벨3의 사이에 있다고 한다.1) 그렇다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한 인공지능’이 자동차에 내장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성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라면 자동차의 엔진은 인간의 심장과
같고, 바퀴는 두 발과 같으며, 센서는 눈이나 귀와 같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과
같은 외형을 갖추지 않아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역사는 1926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오늘날 논의되는 무인
자동차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긴 하지만,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와 5번가를 안테나와
회로차단기를 설치해 무선신호를 보내 원격조종하는 방식으로 운전자 없는 주행에 성공
했다. 그 후 1977년 일본 쓰쿠바 기계공학연구소는 미리 표시해둔 흰색 표시를 쫓도록
설계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제작해 시속 30km로 주행했다. 그 이후 1980대
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2)
1) 이중기/오병두,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 그 법적 시사점,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2016, 3면.
2)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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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테슬라나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42만
킬로미터(지구 12바퀴)를 주행하는 상황에 이르러 실용화단계를 넘어 상용화단계의 목전에
와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차량 자동유도 시스템과 자동
발렛파킹 시스템, 코파일럿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자동차도 자율주행자
동차의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자율주행자동차 정보보안의 중요성
최근 국토연구원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주행
자동차 소비자 관점 의식, 기능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시스템 오류에 의한
사고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컴퓨터 해커 등 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했다.4) 미국 사일런스
(Cylance)사가 실시한 2017년 보안전문가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정보보안 전문가 중 62%는
해커가 2018년에 인공지능을 공격에 악용하면서 인공지능을 무기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5)
따라서 현재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하게 실용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일종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해킹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보안의 현실적인 시급 당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해킹위험은 단지 상상 속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미 중국
텐센트(Tencent)사의 보안전문가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원격 해킹을 수차례
시연한 바 있다. 2016년 텐센트사의 Keen Security Lab의 전문가들이 테슬라 자동차
Model S를 해킹하여 차량 문 시건장치, 백미러, 트렁크, 브레이크 등을 원격으로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정지된 상태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까지도 직접 시연하였다. 이후
테슬라의 보안 강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또 다시 테슬라 자동차 Model X를
해킹하여, 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펌웨어에 대한 무결성 검증 등 몇 개의 보안 메커니즘을
힘들이지 않고 해킹할 수 있음을 과시하였다.6) 물론 이에 대해 테슬라 자동차는 관련
취약점을 즉시 패치를 통해 조치하겠지만,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해킹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보안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와 같은 해킹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면, 주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아예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주차해 놓은 자신의 자율주행자동차가 해커에 의해 나도
3)
4)
5)
6)

안경환/이상우/한우용/손주찬,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동향, 201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TRI, 39면.
전자신문 2017년 2월 6일 기사(http://www.etnews.com/20170206000232).
https://www.scmagazine.com/hackers-will-weaponize-ai-survey-says/article/679622/
http://www.securityweek.com/tesla-model-x-hacked-chinese-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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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에 도로를 질주하거나,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오히려 더 속도가 증가한다면,
어느 누가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입해서 타려고 할 것인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보안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요소라고 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정보보안 논의
2017년 9월 초 미국 하원을 통과한 ｢자율주행차 법안(Self-Drive Act, H.R. 3388)｣은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이 해석상의 여지로 인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동 자율주행차
법안은 자율자동차 개발 및 출시 관련 연방 정부의 감독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이며, 소비자 보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안전을 향상시키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며, 자동차 기술 발전을 위해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을
개선하여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내 연구개발 기회를 극대화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보안취약성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하였으나, 그 절차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가 사이버
보안 관리자 보유, 교육훈련 실시, 침입 탐지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준수할 상세요건을 정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사이버보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 고속도로안전관리자의 교통안전표준 수립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서 다수의 보안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법안에서 규정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보다 강력한 사이버보안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7)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안인식을
제고하고 제품의 시스템을 안전하기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최근 많은 수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영국 교통부는
국가인프라보호센터(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와 협력해 국가
Intelligent Transport System(ITS),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CAV) 시스템의 핵심
원칙 8가지를 공개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보안 방향을 제시하였다.8)

7) https://www.the-parallax.com/2017/09/18/self-driving-car-bill-cybersecurity/
8)https://www.theverge.com/2017/8/6/16104688/uk-government-issued-cybersecurity-guidelines-smart-autonomous-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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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사는 이사회 수준에서 사이버 보안을 우선순위의 과제로 채택해야 함
② 협력사들과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 및 관리해야 함
③ 개발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 보안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속되어야 함
④ 제조사와 협력업체 등 모든 관련업체가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함
⑤ 프로세스와 제품, 보안 시스템은 중복 구성되어야 함
⑥ 소프트웨어 보안은 전주기로 관리해야 함
⑦ 데이터 저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⑧ 스마트카 및 시스템은 사이버공격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함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보안과 정보통신망법의 한계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기술적ㆍ
법제도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보보안에 관한 핵심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그 수범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정보보안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조항
이다. 과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정보통신망’에 자율주행자동차가 해석론적으로 잘
포섭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보급 초기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기기의 정보보안을 규율하기에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점에 이른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이제라도 정보보안에 관한 혁신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
1. 안경환/이상우/한우용/손주찬,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동향, 201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TRI, 39면.
2. 이중기/오병두,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 그 법적 시사점,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2016, 3면.
3. 로봇신문, [월간로봇]자율주행자동차의 역사, 2015.03.29.
4. 전자신문, 소비자, 자율주행차 시스템오류·해킹 우려...운전피로 감소 기대치 높아, 2017.02.06
5. SC Magazine, Hackers will weaponize AI, survey says, 2017.08.03.
6. Security Week, Tesla Model X Hacked by Chinese Experts, 2017.07.28.
7. The Paralla, Self-driving car bill leaves cybersecurity rules open to interpretation, 2017.09.18.
8. The Verge, The UK government has issued new cybersecurity guidelines for smart cars,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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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과 제안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 법학박사
• (現) 국가보안학회 총무이사, 한국부패학회 홍보이사
• (現) 교육학술정보원 교육․학술 서비스분야 개인정보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등
• (前) 국가 행정관리역량평가(정보화부문) 우수사례 선정위원회 위원 외 다수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및 기업의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의 고도화로 인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보다 촘촘히
연결(초연결성)되고,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패턴을 파악(초지능성)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예측(예측 가능성)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의 보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법제의 고찰은 기존의 정보보안이나 사이버(또는
인터넷)상의 보안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나, 사이버라는 막연한 개념보다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자원 및 그 중요 정보시스템에의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온/오프라인을 고려한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이라는 보다
구체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국내외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등 당면과제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해 나아갈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U의 동향
EU는 EU의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로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한 NIS(The Directive on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the NIS Directive) 지침을 2016년 7월 6일에 유럽 의회에서
채택하여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각 회원국들은 사이버 보안 위협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 9일까지 국가
입법안으로의 전환 및 필수 서비스 운영자의 확인 등 이 지침이 요구하는 바를 구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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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회원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협력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모든 회원국들 간의 협력과 더불어 특정 사이버 보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운영 협력을 촉진하고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한다.
에너지, 운송, 물, 금융, 금융 시장 인프라, 의료, 디지털 기반 시설 등과 같은 사회
전반에 필수적이며 ICT에 의존하는 보안관련 분야에 대해 필수적인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CSIRT 및 NIS 기관을 통해 적절하게 본
지침이 준수되도록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관련 국가 기관에 중대한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핵심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검색 엔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는 새로운 지침에 따른 보안 및 통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동향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은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을

지키고 사이버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동법 제1조) 2016년 11월 7일 공포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은 중국 영토 내에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의 건설,
운영, 유지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되는데(동법 제2조), 중국 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보안 위험 및 위협을 감시, 방어 및 처분하고, 중요 정보
인프라를 공격, 침입, 간섭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활동 네트워크를 처벌하며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은 인터넷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네트워크, 통신 및 공공 보안 부서에 보고할 권리를 가진다.
보고서를 받는 부서는 적시에 이를 처리해야 하며 부서의 직무에 속하지 않으면 즉시
처리 부서에 전달해야 하고, 관련 부서는 내부 고발자의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내부
고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14조) 시스템 등의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윤리를 존중하며, 정부의 감독을 받아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사이버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기밀성과 유용성을 유지해야 한다(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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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향
「사이버 보안 기본법」은 사이버 보안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의 책무 등을 밝히고, 사이버 보안 전략 개발 기타 해당
시책의 기본이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이버 보안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 법은 일본 내 사이버 보안에 관한 시책의 기본 이념,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보안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게끔 하여, 경제 사회의 활력 제고 및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 및 일본 내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중요한 사회
기반 사업자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기준의 책정, 연습 및 훈련, 정보 공유 기타
자발적인 활동의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동법 제14조), 일본 내 국가
공안위원회 위원장, 총무 대신, 외무 장관, 경제 산업 대신, 국방 장관외의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국무대신 중에서 본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내각 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 사이버 보안에 관해 뛰어난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동법 제29조).

국내의 동향 및 당면과제
<그림> 현행 정보보호 추진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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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이용2)과 ▲이에
대한 침해행위의 처벌3) ▲정보보호 여건의 구축4)과 ▲이 모든 과정의 개인정보보호5)로
크게 4대 분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이 중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각 법률 등이 지닌 특수성과
보호영역의 사각지대로 인해, 해외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범자를 특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하에 제대로 된 발빠른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의 경우,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해,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일정부분 국민의 권리 제한적 요소
등을 담아내야 보다 효율적인 법체계가 완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단위의 법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과 정부 등의 발의로 여러
차례 사이버보안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6) 그러나 보안과 사생활의 침해가 일응
비례관계에

놓여

있을

듯하지만,

그

보안의

보호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목적을

지니는가에 따라 반비례 관계성을 띄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법규범의 제정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분분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과 우리의 나아갈 길
일반적으로 3차의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시설보안과 정보보안은 문제발생에 따른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에 대한 대응법제도 이원화된 구조를 띄고
있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 여기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람과 사물 모두를 포함하는 IoE(Internet
of Everything)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형식으로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1) 본 그림은 2017년 정보보호 학회연합 연구보고서에서 사용된 그림을 재게재한 것임.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
정부법, 「전자서명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등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5)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보호법」 등
6)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서상기 의원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 의원의 ‘사이법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는 이철우
의원의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있음.

- 36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0 (September 2017)

기고

만을 총괄해 규율할 것인지, 현재까지의 국가보안과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
법제를 마련했던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을 탈피하고7), 이를 융합하는 형태의 총체적이며
효율적인 법제 마련8)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해 볼 때이다.
※ Reference
1.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L1148&from=ET,
2. https://www.bsi.bund.de/DE/Themen/Industrie_KRITIS/IT-SiG/FAQ/faq_it_sig_node.html;jsessionid=C3AD0
E12C9219EB6B7AF03A4FEA32D0B.1_cid369
3. http://law.e-gov.go.jp/htmldata/H26/H26HO104.html
4. http://www.npc.gov.cn/npc/xinwen/2016-11/07/content_2001605.htm

7) 민관군이 협력하는 협업(CO-OP)방식의 집행체제를 상시화하여, 언제어디서든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규율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8)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2002)이 200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중요기반정보법과 사이버보안강화법을 동시에 규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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