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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9. 1. 15., 시행 2019. 1. 17.)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신기술ㆍ서비스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
별로 사전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8조의2 신설)
o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종전보다 간소화하고, 사업을 하는데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하여 일괄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괄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제39조,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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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6 (January 2019)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공포 2019. 1. 16., 시행 2019. 1. 16.)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o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서버 및 저장장치 등의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함(제9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2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6 (January 2019)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9. 1. 16., 시행 2019. 1. 16.)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o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의 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는 등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함(제8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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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공포 2019. 1. 15., 시행 2019. 1. 16.)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제안이유
o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는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며,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585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요건을 정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면서도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중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제2조)
o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전자금융거래 방식이 아닌 대면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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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ㆍ정지
시키거나 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함
o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
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준법정신 및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으로 측정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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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의 막대한 정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사이트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되었음
o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용되면서 여론형성 등에 검색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검색결과의 조작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음
o 최근에는 검색순위 조작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자가 나타나는 등 검색결과 조작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 주요내용
o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않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보검색결과 조작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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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o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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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보호계획의 수립,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ㆍ관리 등의 청소년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청소년 보호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제4항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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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19. 1.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에 의한 촬영이 증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현실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무인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음
o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인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한 채
무인비행장치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항공안전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
법의 규정 사항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o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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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o 현행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노사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주요내용
o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1항,
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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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웹
드라마, 웹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대상으로서의 의무 조항이 없어
어린이 및 10대 청소년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연령
등급 분류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o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99%는 웹 드라마를 시청한 적이 있고 10대
청소년의 72%는 세 작품 이상의 웹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10대
청소년의 소비율이 매우 높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ㆍ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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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태섭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압수ㆍ수색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o 그러나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압수하기 위하여 포털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
하는 경우 실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송ㆍ수신자를 압수ㆍ수색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o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집행에 있어 이메일 등의 피압수자는 포털사이기 때문에 송ㆍ
수신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메일 등에 기재된 내용은 포털사가
아니라 송ㆍ수신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피압수ㆍ수색 당사자나 변호인
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주요내용
o 수사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 목적물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인 경우 작성자 등이 명시적으로 참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작성자, 수신자 및 피고인을 압수ㆍ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121조제2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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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이사회,
유럽 전자통신 규범에 대한 지침 시행 (2018. 12. 11.)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보안 유지 내용을 담은 유럽 전자통신 규범(EECC)1)에
대한 지침2)을 유럽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2018. 12. 11.)

▶ 개요
o 고용량 네트워크의 투자를 촉진하고 전자통신 사업자의 보안 규칙을 규정하는 유럽 전자
통신 규범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
- 5세대 이동통신(5G),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설비 등 전자통신 내부시장의 투자
촉진 및 보안규정 수립을 위한 규범으로 유럽 연합에 일치된 통신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
- 각 회원국은 동 지침의 내용을 2020년 12월까지 내국법으로 제정할 예정
▶ 주요내용
o EU 전역에 5G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사업자에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o 유럽 연합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사업자는 보안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 상태를 갖추어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영향을 최소화해야하며 보안
조치를 취할 때 네트워크 및 시설의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보안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 환경 구축과 네트워크의 통합, 접근
통제 등 과정 관리
- 보안사고 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및 보안사고 탐지 능력, 보안사고 보고 절차, 지속
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 및 긴급 계획 수립, 사고 복원 능력
-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정책 개발, 시행 계획, 네트워크 및 서비스 테스트
- 보안 지침 평가 및 국제 표준을 포함한 규정 준수 여부 감독
1)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2) Directive (EU) 2018/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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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사업자는 중대한 보안 위협과 특정 소프트웨어나 암호화
기술 등 전자통신 보안을 유지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함
- 전자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보안 위협에 대비ㆍ대응하고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보안 위협 정보를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o 기본적인 보안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의 보안을 보호해야
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암호화해야 함
o 관할 당국은 전자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며, 유럽네트
워크정보보호원(ENISA)3)은 전문기술 및 자문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자
통신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함
-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사업자는 보안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네트워크ㆍ서비스 사업자에게 보안 사고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며,
컴퓨터보안사고대응팀(CSIRTs)4)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컴퓨터 보안사고대응팀은 보안 사고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회원국에 전자통신 네트
워크ㆍ서비스 보안 사고와 위협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대응 방법을 권고해야 함
▶ 시사점
o 유럽 연합 전반적으로 전자통신 네트워크 및 보안에 대한 규범 수립하고 시행
함으로써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governmenteuropa.eu/joint-declaration-on-distributed-ledger-technologies/91423/
https://www.accesspartnership.com/introducing-the-new-european-electronic-communications-code-eecc/

3)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사이버보안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EU의 관련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 수행
4)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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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위원회,
AI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8. 12. 18.)
유럽위원회의 AI HLEG1)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AI가 윤리적 목적을 가지고 개발 및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윤리 가이드라인2) 초안을 발표(2018. 12. 18.)

▶ 개요
o 유럽위원회 소속인 AI HLEG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AI가 인간의 기본권, 윤리원칙 등
윤리적 목적을 가지고 개발 및 사용될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 및 평가 목록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안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AI가 필요하며, 윤리적 AI의
개발과 사용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판단
o 동 가이드라인은 2019년 3월에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행될 예정
▶ 주요내용
o AI는 반드시 윤리적 목적을 가지고 개발 및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함
- 투자자는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설계하고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함
- AI는 인간의 기본권, 윤리 원칙 등 인간의 윤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평등 등을 포함한 인간의 권리를 AI기술에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를
실현해야 함
- AI가 존중해야 할 핵심 기본권은 인간 존엄,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정의, 법치주의,
평등, 소수자를 포함한 인간의 권리, 시민의 권리 등이 있음

1) European Commission's AI HLEG (AI High Level Expert Group). 유럽 위원회의 AI 전문가 그룹으로서, 유럽
위원회(EC)가 유럽 AI 전략 마련 및 시행을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 52명을 임명함. 사회
경제적 과제를 포함해 미래 관련 정책 개발과 AI관련 윤리, 법률 및 사회 현안에 대한 권고사항 구체화
등을 주요 임무로 함
2) Draft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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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10개의 평가목록을 규정하고 업계는 이를 AI 시스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함
- 10개의 요구사항은 법적책임, 데이터 통합관리, 인간중심 설계, AI 자율성 관리, 평등,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보호, 견고함, 안전성, 투명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측ㆍ
처리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공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o AI 제품을 개발할 팀을 만들 때 시스템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 및 관여하여야 함
- 다양하게 입력된 데이터를 통하여 사용자 개인의 인간중심적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테스트해야 함
- AI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과정에서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문서화해야 함
▶ 시사점
o 유럽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럽이 윤리적이고 안전한 최첨단 AI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AI개발을 촉진하고 유럽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o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위원회가 기술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확대를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상원
AI 특별위원회와 영국 정부의 AI 위원회가 이 협의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technologylawdispatch.com/2019/01/big-data/draft-ethics-guidelines-for-trustworthy-artificial-i
ntelligence-published-by-the-european-commission/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high-level-expert-group-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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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주,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브로커법 시행 (2019. 1. 1.)
버몬트주에서 데이터 브로커1)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브로커법2)》이 시행됨(2019. 1. 1.)

▶ 개요
o 버몬트주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보안 침해 사고(hacking)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브로커법》을 시행하고, 데이터 브로커에게 보안 표준을
제시하고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 수단으로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함
▶ 주요내용
o 데이터 브로커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버몬트주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소비자 정보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ㆍ문서화해야 함
o 데이터 브로커는 다음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함
- 데이터 브로커는 국무장관에게 등록비 $100를 지불하고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며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연 $10,000가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50의 민사상 벌금 등을 부담해야 함
- 데이터 브로커의 이름, 이메일, 인터넷 주소 등 개인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함
o 데이터 브로커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옵트아웃(opt-out)3)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데이터 브로커의 자격 인증 프로세스 수행 여부, 전년도 보안 침해 사고 처리 횟수,
보안 침해 사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의 수, 데이터 수집 활동, 소비자 정보관리
1) Data broker. 고객의 온ㆍ오프라인, 모바일 이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함.
마케팅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고객의 이름, 주소, 전자우편 주소, 특성, 환경, 생활 행태 등 개인 관련
사항을 판매하는 ‘마케팅 정보 브로커’를 말하며 정보 브로커(information broker), 정보 재판매자(information
resellers)로도 불림
2) VT H0764, An act relating to data brokers and consumer protection
3)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 기업과 같은 단체가
광고를 위한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발송이 금지되고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모든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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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유ㆍ무, 정보 판매 기록, 미성년자 개인 정보에 대한 옵트 아웃 정책(optout policies)에 대한 별도의 성명, 데이터 브로커가 채택한 데이터 수집 활동 방식에
대한 추가 정보나 설명 등
o 데이터 브로커는 기록된 정보의 보안과 기밀성을 유지하고 보안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요소를 갖추어야 함
- 종합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1인 이상의 전담 직원 고용을 유지
-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브로커가 고용한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보안 훈련을 받아야 하며 보안 정책이나 절차를 준수해야함
-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하며 접근을 통제하거나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비밀
번호를 사용하도록 데이터 보안을 통제해야 함
-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사용을 허용한 계정에만 제한적으로 개인식별정보나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소비자 개인정보식별 접근에 실패할 경우, 해당 계정을
차단해야 함
- 공공망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된 기록이나 파일을
암호화해야 함
▶ 시사점
o 버몬트주는 미국에서 데이터 브로커에게 연간 등록 및 보안침해 공개요건을 부과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제하는 첫 번째 주로써 미국 내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legiscan.com/VT/bill/H076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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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재무부,
가상 화폐 및 토큰,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하는 명령 시행 (2019. 1. 15.)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이 증권의 정의에 가상 화폐 및 토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 20191)》 명령을 시행(2019. 1. 15.)

▶ 개요
o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이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 2019》의 일부 조항 중 증권에 대한
정의를 가상 화폐 및 토큰,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규제하는 명령을 시행
o 이에 따라, 재무부산하 증권위원회(SC)2)는 명령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하였으며 2019년 3월 1일까지 추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
▶ 주요내용
o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 2019》에서 증권의 정의를 참조하는
《증권법》의 일부 내용에 가상 화폐 및 디지털 토큰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명령을 시행
- 이 명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시행령)의 성격을 지니며,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 2019》
에서 정의하는 증권의 일부 조항을 가상 화폐 및 토큰,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여 정의 함
- 증권위원회가 가상 화폐 및 토큰, 디지털 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가상화폐 플랫폼 운영자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 가상화폐 플랫폼 운영에 대한
신규 권한 부여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플랫폼 운영자는 권한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가상화폐 공개(ICO)3)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공개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아야 함

1) Capital Markets and Services(Prescription of Securities) (Digital Currency and Digital Token) Order 2019
2) Securities Commission.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법》(Securities Commission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방
정부 산하 특별 위원회. 말레이시아 자본 시장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본 시장 성장과 발전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자본 시장과 시장 기구 등을 감독함. 또한, 2007 《자본 시장 및 서비스법》에
근거하여 자본 시장에 속하는 모든 단체와 사인을 규제함. 또한, 《증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매년 증권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함.
3) Initiall Coin Offering.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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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내에서 무등록으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400,000(약 27억)의 벌금형에 처해짐
o 증권위원회는 가상화폐 플랫폼 운영자에게 가상화폐 플랫폼 시장 운영 권한 및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가상화폐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9년 1분기에 발행될 예정이며 가상화폐 플랫폼
시장 운영자는 그동안 진행 중인 가상화폐 공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투자자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산을 돌려주어야 함

▶ 시사점
o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이 전통 산업과 새로운 산업 모두에서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
2019》 명령 시행으로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에게 대체 자금 모금 방안을 제시할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
※ Reference
https://www.sc.com.my/regulation/acts/capital-markets-and-services-act-2007
https://www.sc.com.my/news/media-releases-and-announcements/media-statement-on-implementation-ofdigital-assets-prescription-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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