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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6. 12., 시행 2018. 12. 13.)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
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5조)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접근권한의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2조의2제4항 신설)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제32조의3 신설 등)

o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함(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신설)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45조의3제3항 및 제7항 신설 등)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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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6. 19., 시행 2018. 6. 20.)

▶ 소관부처 : 법무부
▶ 제안이유
o 지정공증인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
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및
본인확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전자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으로 해상도, 운영체제 등을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8조의3제2항 신설)
o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8조의3제3항 신설)
o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o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되, 그 거부 이유를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함(제38조의3제6항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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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6. 19., 시행 2018. 6. 2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초고성능컴퓨터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3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와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제3조제2항)
o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1조제2항 신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 확대,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 협동연구 등
촉진,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제15조의2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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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6. 12., 시행 2018. 9. 13.)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o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o 이러한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시에는 여러 자료를 융합하여 분석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교통분야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임
o 이에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ㆍ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17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됨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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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6. 12., 시행 2018. 12. 13.)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제안이유
o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 융ㆍ복합시키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o 최근 우리 정부도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70만 개 창출, 세계 물류산업 10위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 등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 그리고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
센터의 첨단화를 유도하여 국가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주요내용
o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57조)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물류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경우,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 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o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제61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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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6. 27., 시행 2018. 6. 27.)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o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카메라, 레이다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저하,
누적 주행거리 및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등으로 정하고, 그 보고 주기 및 관련 서식을 정함(제26조의3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4서식까지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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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6. 12., 시행 2018. 6. 12.)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제안이유
o 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o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로봇기술 등 산업
경쟁력은 크지 않은 실정임
o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지능형 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함)로 정의함(제2조제1호)
o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지능형 로봇윤리
헌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제5조의2)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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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6. 19., 시행 2018. 6. 20.)

▶ 소관부처 : 법무부
▶ 제안이유
o 지정공증인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
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의무를 조정하는 등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 및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단서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o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화문서 인증에 적합하도록 촉탁인이 전자화대상문서를
우편 등을 이용하여 지정공증인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촉탁인 등의 편의를 증진함
(제7조제2항)

o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8조제2항)
o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를 촉탁인에게 전자메일로 송신하거나 촉탁인이
직접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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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6. 29., 시행 2018. 6. 29.)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안이유
o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영업장 외에서도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함(제35조제4항 신설 등)
-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
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
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유통기한, 중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
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ㆍ100그램당 가격 및 고장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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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6. 8. 제안)

▶ 제안이유
o 최근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적발 시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o 현행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o 또한,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에 대해 수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 요청권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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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6. 18. 제안)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현행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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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6. 22. 제안)

▶ 제안이유
o 최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정보의 조회수ㆍ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음원 순위 등을 조작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o 특히 이러한 행위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조속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o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매ㆍ대여ㆍ도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
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보 게재, 정보의 조회수ㆍ추천수 조작,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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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18. 6. 25. 제안)

▶ 제안이유
o 최근 들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댓글과 불
법적인 콘텐츠 도용 등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피해사례가 급증
하는 추세임
o 이에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ㆍ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정부는 인터넷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ㆍ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안 제14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13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9 (June 2018)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6. 27. 제안)

▶ 제안이유
o 인터넷 보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범죄 정보의 유통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일반적인 인터넷 경로로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해킹, 마약거래, 도박, 테러 등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
o 다크웹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층웹(Surface Web)과는 달리 서버
추적이 어렵고,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익명화, 암호화 조치로 인해 다크웹 내의
사이버 범죄 정보를 차단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를 수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이용자가 일반적인 검색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정보나 해킹, 마약거래, 도박 및 테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9호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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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 제안이유
o 최근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o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4항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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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제안)

▶ 제안이유
o 최근 음성ㆍ문자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대화형
정보처리시스템인 챗봇(chatbot)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o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챗봇을 이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등 챗봇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가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함을 표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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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처리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범죄 수사, 재판업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관련 기밀의 유출과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해당
업무 수행의 장애 등을 고려한 것임
o 그런데 그 예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도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주요내용
o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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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제안)

▶ 제안이유
o 드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부품ㆍ제작,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o 현행법 체계상 드론시스템 및 드론산업에 관한 일관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단편적인 정책 추진
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실정임
o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o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인ㆍ허가 등을 한시적
으로 유예, 간소화 등을 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o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o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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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5. 제안)

▶ 제안이유
o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구 절벽’의 구조적 문제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동반한 지능정보사회라는
외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o 우리 사회가 이러한 구조적 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는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적 산업을 고부가 가치 및
창의 직무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성해야 함
o 이에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o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일자리 4.0”으로 정의함(안 제2조)
o 일자리 4.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4.0 지원 사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의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일자리 4.0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o 일자리 4.0 관련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일자리 4.0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을 하는 일자리 4.0 지원센터를 설치ㆍ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o 중소기업의 일자리 4.0 촉진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컨설팅, 임차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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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6. 22. 제안)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o 또한,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보호기준”이라 함)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보호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함)하고 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주요내용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호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제20조, 제23조의2)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20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9 (June 2018)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이사회,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제안 기본 원칙에 합의 (2018. 5. 29.)
유럽이사회가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인증제 도입과 유럽
네트워크정보보안원의 지위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제안》에
대한 의견 발표 (2018. 5. 29)

▶ 개요
o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출한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제안》1)의 기본 원칙에 합의함
- 2017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사이버보안법》의 초안을
채택하여 유럽이사회에 제출
- 2017년 10월부터 초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유럽이사회는 2018년 5월 29일 《사이버
보안법에 관한 제안》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6월 8일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발표
- 유럽이사회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유럽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
▶ 주요내용
① 공통 사이버보안 인증제(Common cybersecurity certification) 도입
o 특정 ICT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 공통적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마련 포함
- 이 인증제도 하에 발급된 ICT 보안 인증서는 모든 유럽 회원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경 간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보안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
o 인증제도 도입은 강제 사항이 아닌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함
- 인증제도는 크게 3단계(Basic/Substantial/High)의 차등적인 보안 등급이 부여될 것이며,
등급 부여는 제조업체나 서비스 제공사들의 자체 평가에 의해 실시하는 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1) A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NISA, the "EU Cybersecurity
Agen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526/2013,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Cybersecurity Act"). EU 국가 간 ICT 제품ㆍ서비스의 보안 인증, 안전한 거래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EU 내 사이버보안 인증 및 사이버 복원력과 신뢰에 관한 원칙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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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도입 시 중요하게 고려될 평가 요인에는 침해 사고 또는 의도적 데이터 손실 및
변경에 따른 복원력 등이 있음
②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2)의 지위 승격3)*
o EU의 사이버 보안을 전담할 상설 실행 조직으로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의 지위 전환
o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은 정책 실행 및 조정 주체로서, 회원국, EU 소속기관 및
사이버보안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
- 범 EU 차원의 사이버보안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화하며, 사이버보안 인증에 관한
EU 정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 또한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국가 간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업무도 추진할 계획

▶ 시사점
o 이번 법안에 나타난 공통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는 업계 자율성의 원칙 하에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 것으로 평가
- 이와 더불어 후발 진입자의 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ICT 및 IoT 산업의
발전적 측면도 동시에 강조
o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을 유럽사이버보안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위를 강화ㆍ승격화 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 Reference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6/08/eu-to-create-a-common-cybersecuritycertification-framework-and-beef-up-its-agency-council-agrees-its-position/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9350-2018-INIT/en/pdf
https://www.bna.com/eu-cybersecurity-plan-n73014476853/

2)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사이버보안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EU의
관련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 수행
3) 법안 통과 시 명칭을 유럽사이버보안원(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으로 변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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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보험 데이터보안법 서명 (2018. 5. 3.)
보험사의 정보보안 프로그램 수립 및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규제당국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보험 데이터보안법》이 공포됨 (2018. 5. 3.)

▶ 개요
o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보험
데이터보안법》(South Carolina Insurance Data Security Act)에 서명함
- 동법은 2017년 10월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1)가 마련한 보험 데이터보안 모델법
(Insurance Data Security Model Law)2)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험사에 정보시스템 및
비공개정보(nonpublic information)3)의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프로그램 수립을 요구
o 동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사들은 2019년 7월 1월까지
동법이 규정한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험국4)에 보고해야 함
▶ 주요내용
o 보험사 5)는 사업의 규모, 복잡성 및 보유한 비공개정보의 민감도에 비례하여 정보
시스템 및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보보호 프로그램6)을 개발ㆍ시행ㆍ
유지하여야 함
- 보험사는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책임질 1명 이상의 직원이나 외부업체를 지정해야 하며,
정보시스템과 비공개정보의 유출이나 오용, 변경,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외부의
위협을 확인해야 함
1)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보험 감독권을
가지며, 주별로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의 보험규제당국이 참여하는 전미감독관협의회에서
보험 감독과 규제에 관한 표준 설정과 규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2)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가 보험업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마련한 모델법으로,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는
각 주에 동 모델법의 채택을 권고
3) 보험사의 사업이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관련 정보 및 이름, 사회보장번호, 주민등록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바이오인식기록 등의 소비자 관련 정보
4)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Insurance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험법에 의거해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감정사, 보험계리사 등의
보험 면허를 획득한 자
6) 비공개정보의 접근, 수집, 유통, 처리, 보호, 저장, 활용, 전송, 폐기를 위하여 보험사가 채택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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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는 위험평가를 통해 파악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 비공개정보에 대한 암호화, 다중요소인증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시행해야 함
- 보험사는 제3자 서비스제공자7) 선정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공개정보와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함
o 보험사는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질 때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72시간 내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험국장에게 사고 여부를
통지하고 신속히 관련 조사에 착수해야 함
- ▲보험사의 소재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인 경우 ▲사이버보안 사고로 영향을 받는
주내 소비자 수가 250명 이상인 경우 ▲주내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나 보험사의 사업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조사 내용에는 사고의 발생 여부, 사고의 성격과 범위, 사고에서 유출된 비공개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o 종업원이 10명 이하인 보험사에게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규모 보험업체나 종업원, 대리점 등은 자체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없음
▶ 시사점
o 최근 보험업계에서도 사이버보안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미국 주 중 최초로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의 보험 데이터보안
모델법을 채택하였음
※ Reference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southeast/2018/05/31/490672.htm
https://www.benefitspro.com/2018/06/08/south-carolina-passes-first-cybersecurity-law-for/?slreturn=20180520084951
https://www.jdsupra.com/legalnews/south-carolina-enacts-first-insurance-38600/

7)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유한 비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락받은 자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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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2018 암호화법안 발의 (2018. 6. 7.)
미국 하원에서 주 정부가 전자기기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암호화된 사용자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 보안기능 변경을 요구하거나 암호화 등의 보안기능을 갖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2018 암호화법안》을 발의함 (2018. 6. 7.)

▶ 개요
o 미 하원 양당 의원들이 주정부 등의 지방정부가 전자기기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할
목적으로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보안기능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2018
암호화법안》(ENCRYPT Act of 20181)) 발의
- 테드 류(Ted Liue) 공화당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동 법안은 2016년 2월 처음 발의된 바
있으나 표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가 이번에 재발의된 것임
- 테드 류 의원은 암호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보안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
o 지난 2015년 14명이 피살된 샌 버다니노(San Bernardino) 총격사건 범인 체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에 범인이 소유한 아이폰의 암호화 해제를 요구한 사건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되었음
- 사이버보안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당국의 암호화 해제 시도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정부당국의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백도어가 해킹 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음
▶ 주요내용
o 주정부나 그 하위 지방정부는 동 법에서 규율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조사나 개발사,
판매사에 정부기관에 의한 제품 수색 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 감시를 위해
보안 기능을 설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1) Ensuring National Constitutional Rights for Your Private Telecommunications Act of 2018의 약칭.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약칭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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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정부나 그 하위 지방정부는 암호화된 정보를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제조사,
개발사, 판매사가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됨
- 동 법안에서 규율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출시되어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자기기, 온라인 서비스2) 등이 있음
o 주정부는 암호화 등의 보안 기능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동 법안에서 규율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조와 판매, 임대 등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됨
▶ 평가
o 지난 수년간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통신기기의 암호화 기능이 국가 안보를 저해
하고 범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흔적을 감추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업체에 암호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해 왔으며, 개별 주에서도 암호화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짐
- 2016년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제조업체나 운영체제 업체가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음
o 동 법안은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 제정을 통해 주 차원의 암호화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수사당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여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임

※ Reference
https://www.nextgov.com/cybersecurity/2018/06/bill-would-prevent-states-messing-encryption/148812/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8/jun/7/encrypt-act-preempting-state-and-local-anti-encryp/
https://www.eff.org/deeplinks/2018/06/encrypt-act-protects-encryption-us-state-prying

2) 사용자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주고받거나 다른 이용자와 데이터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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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가결 (2018. 6. 18.)
미국의 안보ㆍ국방 정책ㆍ예산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이 상원을 통과함 (2018. 6. 18.)

▶ 개요
o 미국 상원의회가 2019 회계연도1) 국방 정책과 예산의 틀을 정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가결2)함
-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상의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사이버공간 및 물리공간에서 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함
- 이들 국가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방부에 ZTE, Huawei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3), 국방부에 납품하려는 사업자에게 외국 정부에 제품의 소스코드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o 동 법안은 이미 5월 24일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과 통합된 후, 다시 양원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
- 하원의 법안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한편, 상원의 법안과 동일하게 국방부에 ZTE와 Huawei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4)
▶ 주요내용
o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
하는 전략적 경쟁국이며, 국방부는 이들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방부는 ZTE나 Huawei 등의 장비나 시스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하거나 연장하거나 갱신해서는 안 됨
1) 미국 연방정부는 회계연도를 10월 1일~익년 9월 30일로 잡으므로 2019 회계연도는 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에 해당함. 미국 주 정부와 기업은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기를 각각 채택함
(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7월 1일~익년 6월 30일을 회계연도로 삼고 있음)
2) 동 법안은 5월 23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6월 6일 본 회의에 상정돼 6월 18일 통과됨
3)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ZTE, Huawe의 제품 사용은 미국 국방부의 개인 및 각종 정보, 작전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임
4) 상원의 법안이 소스코드 공개 등 사이버안보에 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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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미국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을 자행하는 경우, 국방부
산하 사이버 사령부는 이러한 공격을 퇴치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대응 활동을 할
권한이 있음
o 국방부에 정보통신ㆍ사이버보안ㆍ무기시스템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외국 정부와 판매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제품이나 시스템
소스코드에 대한 검토나 접근을 허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국방부에 알려야 함
- 국방부는 사업자가 공개한 정보를 검토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 정부와 상용 제품이나 시스템, 서비스 거래 시 사용할 독립된 시험기준을
개발해야 함5)
o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6)를 창설함
-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활동 비용편익을 연구하고, 경쟁국의 사이버
전략ㆍ프로그램을 분석하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것임
- 솔라리움위원회는 2019년 9월 1일까지 국회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에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시사점
o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양국으로부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사이버공간의 국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안보에서 사이버 이슈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
※ Reference
https://www.cyberscoop.com/dod-cybersecurity-pentagon-ndaa-fiscal-2019/
http://www.executivegov.com/2018/05/senate-version-of-2019-ndaa-may-require-u-s-tech-companies-to-reveal-forei
gn-software-audits/
http://thehill.com/policy/defense/391075-senate-defense-bill-eyes-threats-from-russia-china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press-releases/sasc-completes-markup-of-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for-fiscal-year-2019

5) 외국 정부가 제품 시험을 위해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가 개발한 별도의 시험기준으로
제품을 검증하기 위함
6) 1953년 냉전 시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효과적인 전략 개발을 위해 가동한
‘프로젝트 솔라리움(Project Solarium)’을 본떠 명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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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기업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GoSecure 프로그램 실시 (2018. 5. 21.)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GoSecure 프로
그램을 시행함 (2018. 5. 21)

▶ 개요
o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싱가포르 ICT 기업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GoSecure’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
- GoSecure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사이버보안 고려 사항 반영을 위한
설계 자문, 제품상의 취약점 식별과 해결책 지원, 취약점 평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싱가포르 사이버보안국(Cyber Security Agency,
CSA)1)은 보안 내재화(Security-by-Design)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취약점 평가 테스트
(Vulnerability Assessment Testing) 검토 작업을 지원할 예정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GoSecure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 ICT 기업에 아래 사항을 지원함
- 솔루션 설계 및 개발 기간 전반에 걸친 사이버보안 고려 사항 반영안(Security-byDesign)을 제시
- 최신 보안 위협과 관련된 기업 취약점 평가 테스트 실시
- 기업 솔루션의 취약점 식별 및 해결책 제시
o 보안 내재화를 위해 ICT 기업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접근법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사항을 전달
- ICT 기업은 사이버보안 요인을 평가하는 위협 위험 평가(Threat Risk Assessment)와 주요
설계 검토(Critical Design Review) 등을 통해 각사가 보유한 잠재적 취약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1)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민간과 공공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싱가포르 주요기반
서비스 보호를 주도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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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약점 평가 테스트를 통해 ICT 기업의 제품 및 솔루션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정의, 식별,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o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GoSecure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인적자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조달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기업의 프로그램 참여 비용
으로 운영
- GoSecure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소재 디지털 기술 및 제품 개발 기업을 이용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최저 6,500
싱가포르 달러(미화 4,870 달러)를 지불2)해야 함
o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싱가포르 공과대학(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과
제휴하여 GoSecure 프로그램을 감독할 계획
- 싱가포르 공과대학은 취약점 평가 테스트 수행에 학생과 인턴을 활용할 예정으로,
이들의 교육을 위해 다년간 경력을 보유한 산업 전문가에 의한 기업멘토십 프로그램
(Corporate Mentorship Scheme)을 통해 교육생을 훈련시킬 예정
▶ 평가
o 싱가포르 GoSecure 프로그램은 정부가 일방향적으로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대학ㆍ민간 전문가 및 실제적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안고 있는
기업 등 보안 생태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 특히 대학이 학생들에게 산업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안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됨
※ Reference
https://securitybrief.asia/story/singapore-imda-launches-gosecure-cybersecurity-programme-singapore-ict-firms/
https://www.opengovasia.com/articles/imda-launches-gosecure-to-boost-cybersecurity-capabilities-of-local-ict-companies

2) 총 200개 기업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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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클라우드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공 의견 수렴 개시 (2018. 6. 6.)
일본 총무성이 IoT 서비스 위험 요인을 보완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가이드라인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클라우드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공 의견 수렴에 나섬 (2018. 6. 6.)

▶ 개요
o 일본 총무성은 2018년 6월 6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시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1)
개정안2)을 발표하며 공공 의견 수렴에 착수
- 총무성은 2017년 7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클라우드 사업자의 IoT 보안 대책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검토회’3)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의 IoT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위기 대응
방침을 논의해 왔음
- 이번 개정안에서 ‘IoT 서비스 제공 시 위기 대응 방침’ 항목을 추가했으며, 특히 2008년
1월에 마련한 《ASPㆍSaaS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4)에 언급된 클라우드 사업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함
o 2018년 7월 6일까지 전자정부 종합창구인 e-Gov를 비롯해,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
▶ 주요내용
① IoT 서비스 관련 항목
o (배경) 클라우드 사업자가 IoT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과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
o (개정사항) 클라우드 사업자가 IoT 서비스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관점의
위험 요인을 분류하고 IoT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휴사별 혹은 역할5)별 각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보안 대책을 제시
1) 2017년 4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클라우드 제공사 간 정보보안 정책 공유와 이용자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위탁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규정 강화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였음
2) クラウドサービス提供における情報セキュリティ対策ガイドライン（第2版）」（案）
3) 비영리 활동법인인 ASP·SaaS·IoT 클라우드 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ASP·SaaS 클라우드 보급 촉진 협의회(ASP・
SaaSクラウド普及促進協議会)’ 내에 설치된 모임. 2017년 7월부터 활동
4) ASP・SaaS における情報セキュリティ対策ガイドライン (2008.1.30.)
5) ▲IoT 서비스 제공 환경을 정비 및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용자 약관ㆍ기기 제공ㆍ기기 추천ㆍ구성관리ㆍ
계약관리ㆍ데이터감시 및 보전 등)과 ▲IoT 서비스 실행 역할(계측ㆍ처리ㆍ분석 등)의 2가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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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업자 간 제휴로 인한 위험) IoT 서비스는 다양한 제휴사들이 관여하므로
▲제휴사간 보안 강도ㆍ서비스 수준의 유지 ▲사고 발생 시 공동의 원활한 사고 대응
▲계약에 의한 책임 할당 ▲구성관리에 관한 문제가 상존
- (다양한 구성요소로 인한 위험) IoT 서비스는 ▲IoT 기기 ▲로컬 네트워크 ▲클라우드
네트워크 ▲각종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성요소 위험이 존재
- (다양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위험) IoT 서비스는 ▲데이터의 방대한 양과 데이터 간
형식 불일치와 단위 오류, 낮은 품질의 데이터에서 오는 데이터 가치 문제 ▲데이터
제공자의 강제 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② 기존 가이드라인 통합
o (배경) 총무성이 공표한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시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과 함께 《ASPㆍSaaS에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 두 종류의 문서가 존재해, 클라우드 사업자가 참조 시 번거로움을 빚는
경우가 발생
o (개정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ASPㆍSaaS에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 내용 중
정보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운용 관리 체계(조직ㆍ운용편)와 클라우드의 일반
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물리적ㆍ기술적 대응편)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
- 경영진은 정보보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각종 판단과 연락ㆍ지시 및 협력 등의 조정
활동을 적절히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역할 및 직무 기능을 보유한 책임자(최고위
정보임원 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ISO/IEC27002 표준6)의 ‘이용자 접점 및 ICT 공급망에서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대책 수립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안 관리와 관련된 책임 범위와
서비스 제공 조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o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7년 10월에 발표된 IoT 보안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클라우드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IoT 취약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업계를 위한 보안 지침을 단일 체계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Reference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3_02000149.htm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3_02000073.html

6)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의하는 정보보안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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