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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법령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일
2019. 3. 19.
2019. 3. 22.

주요내용
-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업체의 매출액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상세 규정 신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신고의 일몰
기한 변경

<국회 제출 법률안>
법령명

대표발의 의원
(발의날짜)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2019. 3. 22.)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2019. 3. 2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해 분석ㆍ평가를 명할 수 있음

이찬열의원
(2019. 3. 5.)

-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이상민의원
(2019. 3. 20.)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함진규의원
(2019. 3. 22.)

-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2019. 3. 22.)

- 국회사무처 직무에 국회정보통신망과 행정
정보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을 추가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2019. 3. 29.)

- 스마트폰 앱 등 다수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을 자동동보통신에 포함시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2019. 3. 6.)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
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

•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상민의원
(2019. 3. 25.)

-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산
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2019. 3. 13.)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2019. 3. 22.)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2019. 3. 18.)

- 망 이용ㆍ임차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
거부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
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2019. 3. 7.)

-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적용하는 등 전자정부를 구현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2019. 3. 18.)

-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정보보호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
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9. 3. 28.)

-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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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9. 3. 19., 시행 2019. 3. 19.)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에 재이전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51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자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정하려는 것임(제 19조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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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공포 2019. 3. 22., 시행 2019. 3. 22.)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 도래(2019년 1월
1일)에 따 라 규제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신청은 비규제 조항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변경, 양도ㆍ합병신고는 일몰기한이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6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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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실 있는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기관이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분석ㆍ평가를 위한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주요내용
o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불시에 이루어지는
취약점의 분석ㆍ평가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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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지속적인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ㆍ언론ㆍ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전자적 침해행위가 이루어져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o 이러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
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정기적으로만 실시
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수시로 등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o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
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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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o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마련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주요내용
o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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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o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
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조치인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할 것임
▶ 주요내용
o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익명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
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및 제58조제1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6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8 (March 2019)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청와대 감찰반이 일반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하는 방식
으로 알려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하면서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함
o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ㆍ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상 동의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조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주요내용
o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수사 및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ㆍ지휘ㆍ
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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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는 정보화의 기반 아래 실시간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어 정보화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음
o 그와 동시에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자산의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보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o 그러나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자체적인 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o 또한 최근에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통한 정보 탈취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체 정보보안 대책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국회사무처 직무에 국회의 정보화 추진 및 국회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정성ㆍ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을 추가함으로써 국회가 정보화 사회의 선도
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보보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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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8년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민원상담 건수가 2년 사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현행법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의 확대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허용하면서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횟수를 8회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o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웹브라우저ㆍ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
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제한 규정을 우회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o 이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포섭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최근 선거컨설팅 업체
등에서 후보자 캠프에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o 인터넷 웹브라우저ㆍ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발송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억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방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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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게임ㆍ
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o 동 제도는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세계경제가 디지털 경제시대로 빠르게 전환
되는 현 상황에 맞춰, 시장경쟁의 왜곡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o 그러나,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하여 과세가 되지
않으며,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의2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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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o 이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o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o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은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
조성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적인 연구ㆍ창업의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
어져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및 제6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연구 및 보급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7조 및 제8조 및 제9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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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행위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구성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현행법상의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향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o 현행법은 촬영물 ‘반포’ 등에 관한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포’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문과 일상용어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디지털성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수준을 재조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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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음
o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
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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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망 증설ㆍ고도화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음
o 이로 인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저열화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 저하된 상황이며 향후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동영상 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망 대가 부담이 없어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고 국내 시장의
해외 기업 잠식까지 우려되는 바,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ㆍ경제적ㆍ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
들이 망 이용ㆍ임차에 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후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o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경제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2조의10 신설)
o 망 이용ㆍ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개정, 안 제50조제1항
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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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자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의 속성과 정보화사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급속한 기술변화로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집단지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막대한 재정투자에 따른 성과
중심의 사업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그간의 전자정부 인프라를 토대로 지능형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부를 구현하고, 민관 협력과 중앙ㆍ지방 간 조화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며, 지능정보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o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행정에 정보기술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o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자원 보호대책을 수립
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o 디지털정보 공동이용 절차 및 디지털정보 주체의 권리사항을 규정함(안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o 디지털정보 중 다수 행정기관에 의해 활용되며 고도의 정합성 및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를 국가기반정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7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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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통신기반법」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
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해당 영역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o 민간영역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러한 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른
영역의 경우와 같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
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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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o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은 소득양성화에 기여한 이면에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o 이에 최근 핀테크(FinTech) 혁신의 일환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상
공인에 대해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o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o 또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해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 금액에
100만원을 추가함 (안 제126조의2제2항 및 10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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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9. 3.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 등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추가(안 제13조제2항 신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
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한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과거의 위
치정보 추적자료와 내란죄ㆍ외환죄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및 전기통
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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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기통신표준화기구,
Io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표준 발표 (2019. 2. 19.)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1)는 인터넷에 연결된 가전제품의 보안 기준을 수립하고, 향후
IoT 인증체계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IoT 보안 표준》2)을 발표 (2019. 2. 19.)

▶ 개요 및 경과
o 유럽 전기통신표준화기구는 최근 인터넷에 연결된 가정 내의 가전제품 등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와 밀접한 IoT 기기 및
서비스의 보안표준을 개발하여 발표
- 본 표준은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 TV 및 스피커, 홈 자동화 및 경보 시스템, 연기
감지기 및 도어 잠금 장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IoT 기기를
개발 및 제조하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함
- 공급자에게 권고하는 주요 보안 규정은 ▲범용 기본 암호의 사용 금지 ▲보안 취약점의
관리 및 보고 ▲지속적인 SW의 업데이트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등 13개의
조항으로 구성
o 본 표준은 지난 2018년 12월에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및 EU집행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EU사이버보안법》 3)에서 도입한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4) 구현을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IoT와 관련하여 공급업계에 최초로 적용되는 산업표준
▶ 주요 내용
o (목적) IoT의 개발 및 제조에 관련된 조직들이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 위협에 견딜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표준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것임
- EU의 공통된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구현을 지원
- 공급자는 자발적으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5)을 준수해야 함
1)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2) Cyber Security for Consumer Internet of Things (ETSI TS 103 645,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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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제도의 도입과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의 상설 기구화와 권한 확대를 목적으로 2017년 9월 제안된 법안
4) IoT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 기능을 반영토록 하는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를 포함하며, 유럽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인증을 법제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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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규정) 본 표준의 세부 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Io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표준>
구분
범용 기본 암호 사용

주요 내용
Ÿ

모든 IoT 장치의 암호는 고유해야 하며, 암호 변경시 사용

Ÿ

자는 예측 가능한 값으로 재설정할 수 없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지
취약성 공개 정책

회사는 보안 취약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공개 연락처를

구현
SW 업데이트 및

Ÿ

인증서 및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를

최소 권한 원칙7)

Ÿ

개인정보보호 확인
정전에 대비한
시스템 복원
원격 측정 데이터의
모니터링
소비자가 개인

Ÿ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는 원격관리 및 제어를 포함한 전송

Ÿ

중에 암호화해야 하며 모든 키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사용되지 않은 포트는 닫혀야 하고, 하드웨어는 불필요하게
액세스를 노출해서는 안 되며, 코드는 서비스를 작동하는데

Ÿ

필요한 기능으로 최소화해야 함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감지되면 장치는 소비자 또는 관리자

Ÿ

에게 문제를 경고해야 함
장치 및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일반데이터보호규정

Ÿ

(GDPR)과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
네트워크 및 전원 중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로컬상태에서

Ÿ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설계
원격으로 측정되는 데이터가 IoT 장치 및 서비스에서 수집

Ÿ

되는 경우 보안 위험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IoT 장치 및

데이터를 쉽게
삭제하도록 구성
간단한 설치와

서비스를 구성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방법에
Ÿ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
IoT 기기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야

Ÿ

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고 API를 통해 전송된

유지보수
입력 데이터 검증

모든 인증서와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6)는 서비스 및 장치
내에 저장소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함

준수
SW 무결성 보장

필수

권장

기본기능이 작동되도록 함

안전하게 저장
안전한 의사소통

필수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취약점은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함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SW는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고 업데이트 중에도 장치의

유지관리

활용

데이터는 유효성8)을 검사해야 함

필수

권장

권장

권장
필수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필수

5)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며, 동 법령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
될 수 있어 EU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암호화 키, 장치 식별자등 장치 또는 서비스의 보안과 관련된 데이터
7)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모든 사용자들에게 허락된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어지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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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 사항) 영국 정부와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9)은 본 표준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 10)를 운영 중
▶ 시사점
o 제정 예정인 EU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도입을 앞두고 소비
자와 밀접한 Io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표준을 최초로 작성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o 본 표준에서 제시한 필수사항은 사이버보안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실질적인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IoT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Reference
https://www.etsi.org/deliver/etsi_ts/103600_103699/103645/01.01.01_60/ts_103645v010101p.pdf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549-2019-02-etsi-releases-first-globally-applicable-standard
-for-consumer-iot-secur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tsi-industry-standard-based-on-the-code-of-practice

8) 자동화된 도구는 종종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은 결과로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으며, 센서 범위를
벗어난 온도 값,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 아닌 예상되는 유형이 아닌 데이터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9)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https://www.enisa.europa.eu/topics/iot-and-smartinfrastructures/iot/good-practices-for-iot-and-smart-infrastructures-tool
10) https://iotsecuritymapping.uk

- 21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8 (March 2019)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 의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지침 채택 (2019. 3. 13.)
EU 의회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지침》1)을 채택 (2019. 3. 13.)

▶ 개요 및 경과
o EU 의회는 최근 일상화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지침》을 채택
- 대상이 되는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및 TV, 현금인출기 및 기타 결제
단말기, 발권 및 체크인 기기, PC 및 운영체제, 소비자 금융 서비스, 전자 서적 및 전용
SW, 전자상거래 서비스, 실시간 여행 정보를 포함한 운송 서비스 등
- 채택된 지침은 유럽 이사회의 정식 승인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며, 회원국들은 3년 안에
자국의 법률에 도입하고 6년 이내에 적용해야 함
o 본 지침은 2015년 12월에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
(UNCRPD)》1)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U의 장애인 수는 8천만명 이상이며, 고령화로 인해 노약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 서적 등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주요 내용
o (지침의 목적) 최근 스마트폰, 금융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as regards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2015/0278(COD)
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며,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등 접근성에 관한 원칙을 다루고 있음, 2006년 12월 13일(제61차 UN 총회) 채택, 2008년 5월 3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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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근성 요구사항) 회원국은 본 지침의 부속서에 규정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과 노약자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품과 서비스가 설계 및 생산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제품 요구사항: 제품에 대한 정보2),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능 설계, 지원 서비스 부문
- 서비스 요구사항: 기능에 대한 정보3), 모바일 기반 지원, 도움말 및 교육 부문
o (제조업체의 의무) 제조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때, 본 지침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고 제조되는지 확인해야 함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부속문서에 명시된 기술문서4)를 작성해야 함
-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증명서를 작성하고 CE마크5)를 부착해야 함
o (수입업자ㆍ유통업체의 의무) 수입업자와 유통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CE마크 부착 여ㆍ부 및 제조사의 기술문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o (서비스 공급업체의 의무) 본 지침의 접근성 요구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설계 및 제공
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속서에 따라 서비스가 접근성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작성
o (기타 사항) 중소기업6) 및 마이크로기업7)은 동 지침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적용하여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고려
▶ 시사점
o 유럽은 장애인과 노약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사물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 요구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o 그 동안 유럽 회원국 간에 서로 다른 접근성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을 해소
하고,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과 기술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2) ① 두 개 이상의 감각 채널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 ②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표시,
③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 ④ 텍스트는 적절한 크기와 글꼴로 표시
3)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사항에 다음 내용이 추가됨. ⑤ 대체할 수 있는 비문맥 콘텐츠를 보완하여 사용,
⑥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자적인 정보 제공
4) 제품의 일반적인 설명, 적용한 표준 및 기술의 목록, 채택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 등
5) Conformity to European Mark: 필수 안전 인증 마크로 유럽 연합(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인체안전 건강ㆍ
환경 등에 관련된 제품은 CE마크를 붙이지 않고는 유통ㆍ판매할 수 없음
6)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7)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2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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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https://www.etsi.org/deliver/etsi_ts/103600_103699/103645/01.01.01_60/ts_103645v010101p.pdf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549-2019-02-etsi-releases-first-globally-applicable-standard
-for-consumer-iot-secur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tsi-industry-standard-based-on-the-code-of-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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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및 하원,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개선법(안) 발의 (2019. 03. 11.)
미국 상원 및 하원은 정부에 조달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보안 요건을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개선법 2019》1)를 발의 (2019. 03. 11.)

▶ 개요 및 경과
o 미국 상원 및 하원은 정부가 사용하는 IoT 기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표준기술
연구소(NIST)2)가 보안 권고 사항과 표준을 마련하고, 해당 보안 요건을 준수하는 기기의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개선법 2019》를 발의
- 인터넷에 접속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송ㆍ수신할 수 있는 IoT 기기가 대상이며,
스마트폰 및 범용 컴퓨터 장치는 포함되지 않음
- 동 법안은 ▲NIST의 IoT 사이버 보안 위험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 ▲IoT 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연방기관3)의 정책 ▲IoT 기기 보안 취약점 공개 및 보고 지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o 2017년 상원에 제안된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개선법 2017》4)은 IoT 기기의 암호와
SW 업데이트(보안패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IoT 기기의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NIST가 보안 요건 및 표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 2017년 최초 법안은 발효에 실패하여 계류된 상태에서 이를 수정한 동 법안으로 발의
▶ 주요 내용
o (사이버 보안 위험관리 권고 사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장은 법 제정 후 180일 이내에
IoT 기기의 보안 위험관리 고려사항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연방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물인터넷 기기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보안
요건이 규정된 표준 및 권고 사항을 2020년 3월 31일까지 개발해야 함

1)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19 (상원 S. 734, 하원 H.R.1668)
2)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3) 44 U.S. Code § 3502. Definitions의 기관으로 행정부, 군부, 정부 관리 법인 또는 정부 집행부의 다른 기관
(대통령 집행부 포함) 또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해당
4) Internet of Things (IoT)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17 (상원 S.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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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방기관의 정책)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장이 권고 사항의 개발을 완료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리예산국장은 해당 권고 사항에 따른 지침을 각 연방기관에 배포해야 함
- 관리예산국장은 해당 지침이 미국 법전에 명시된 정보보안 관련 규정5)에 잘 부합
되는지 확인해야 함
- 관리예산국장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장은 서로 협의하여 지침을 검토 및 수정
o (보안 취약점 공개 지침)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장은 법 제정 후 180일 이내에 민간 부문
전문가와 협의하여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 공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 제품과 서비스 등의 취약점 공개 국제표준(ISO/IEC 29147)과 처리절차(ISO/IEC
30111)를 고려하여 작성
- 동 지침에는 연방정부에 IoT 기기를 제공하는 계약자 또는 공급업체의 보안 취약점 공개를
위해 생성해야 하는 정보 항목6)과 해결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o (보안 취약점 보고 지침) 예산관리국장은 사이버 보안 위험관리 권고 사항에 따른
지침이 발표된 후 180일 이내에 조달청(GSA)7)장과 협의하여 각 연방기관에게 보안
취약점 보고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계약자 또는 공급업체는 보안 취약점 공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연방기관은 보안 취약점 공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자와 공급업체로부터 IoT
기기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 시사점
o 미국 정부는 NIST를 중심으로 IoT 기기의 보안 표준을 개발 및 보급하고, 연방기관이
참여하는 보안 취약점 공개 및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보안 수준을
우선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동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해당 권고 사항과 표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반적인 IoT 보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5) 44 U.S. Code Chapter 35, Subchapter II - INFORMATION SECURITY: 동 규정의 주요 목적은 연방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보안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보안과 관련된 연방 기관의 책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6) 정보 항목에 대한 예시 컨텐츠를 포함
7)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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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116/bills/s734/BILLS-116s734is.pdf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668/text
https://www.law.com/legaltechnews/2019/03/13/new-federal-iot-security-bill-has-narrower-scope-but-big-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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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사이버보안사무소 설립 법안 가결 (2019. 3. 7.)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의회는 주 정부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및 위험관리를 전담
하는 기관의 설치를 위해 《사이버보안사무소 설립 법안》1)을 가결함 (2019. 3. 7.)

▶ 개요 및 경과
o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의회는 주 정부 및 공공기관2)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웨스트버지니아 주
정부법》3)의 개정을 골자로 한 《사이버보안사무소 설립 법안》을 가결함
- 사이버보안사무소는 사이버보안 표준 설정 권한을 가지며,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관리해야 함
- 사이버보안사무소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주 공무원이 사이버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험관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 위험 평가
사항의 수립과 표준을 개발
o 웨스트버지니아 주 정부는 사이버보안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
사이버보안 인력 전략 계획4)을 발표하였고, 본 법안은 계획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전담기관 설치를 목적으로 2019년 1월 16에 발의된 것임
▶ 주요 내용
o (사이버보안사무소 설치와 역할) 주 정부 기술국 내에 사이버보안사무소를 신설하며,
사무소는 사이버보안 표준을 규정 및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o (주요 용어 정의) 동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조직이 사이버 사고를 예방,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컴퓨터 기술 보안 지침
1) Creating the West Virginia Cybersecurity Office (WEST VIRGINIA HB 2452)
2) 입법 및 사법부,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3) West Virginia Code CHAPTER 5A -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버지니아 주정부의 조직 및 직제
관련 규정
4) WV Cybersecurity Workforce Strategic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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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위험관리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정보시스템 또는 산업제어시스템과 연결된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등에 대한 위협과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서비스
o (책임) 사이버보안사무소장, 주 정부 및 공공기관장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함
< 사이버보안사무소장과 주 정부 및 공공기관장의 책임>
구분

주요 내용
Ÿ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절차, 표준 개발

Ÿ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Ÿ

사이버 위험관리 서비스 구축

사이버보안

Ÿ

사이버 위험 평가 요건(평가 유형, 범위, 빈도와 보고체계 등) 수립

사무소장

Ÿ

사이버 위험 지침(보안 통제, 교정조치 계획의 권고 등) 제공

(최고정보

Ÿ

데이터 보호 기술과 관련된 개인정보영향평가 정책 개발

보안책임자)

Ÿ

사이버 사건 발생 시 관리, 지원, 복구를 위해 각 기관의 계획 수립 및 대응
절차 개발 지원

Ÿ

정보보관 및 분류, 책임 및 보호와 관련된 프레임워크 관리 지원

Ÿ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가능 (민간기업 및 단체 등)

Ÿ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사이버보안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사이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함

주 정부 및
공공기관장

- 위험 평가 시 사이버보안사무소가 구축한 사이버 위험 관리서비스를 활용
Ÿ

사이버 위험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이버보안
사무소장에게 제출

Ÿ

사이버보안사무소장이 수립한 사이버보안 정책 및 개발 표준을 준수

Ÿ

사이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o (공개 제한) 주 정부 및 공공기관, 중요 기술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취약점, 공공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데이터, 사이버 위험 평가와 조치계획 관련
내용은 외부에 정보를 공개 5)하지 않음
o (연차 보고서) 사이버보안사무소장은 2019년 12월 1일부터 매년 12월 1일에 주
지사 및 재정위원회에게 법률적 권고 사항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고해야 함
5) 웨스트버지니아 주 정부법 §29B-1-1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은 정부의 업무의
공식 행위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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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이버
보안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주 정부법의 개정을 통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o 미국은 연방정부 외에도 주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주 정부에서도 사이버보안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Reference
http://www.wvlegislature.gov/Bill_Status/bills_text.cfm?billdoc=HB2452%20SUB%20ENR.htm&yr=2019&sesst
ype=RS&billtype=B&houseorig=H&i=2452
http://www.wvlegislature.gov/Bill_Status/bills_history.cfm?INPUT=2452&year=2019&sessiontype=RS
http://www.wvlegislature.gov/daily_sum/today.cfm?blogentry=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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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의결 (2019. 3. 8.)
일본 내각은 Level 3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을 위해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도로
교통법》2)과 안전성 확보의 내용을 담은 《도로운송차량법》3) 개정안을 의결 (2019. 3. 8.)

▶ 개요 및 경과
o 일본 내각은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율
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 운행 장치 등의 개조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
-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과 네비게이션 화면 주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긴급 시 운전이 가능한 자동 운전(Level 3)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 장비의 작동상태 기록과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고, 정비 불량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운송차량법》에 자동 운행 장치를 보안
기준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대상 장치의
개조 행위 및 개조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행위에 대해 허가를 요하는 제도를 신설
o 지난 2018년 12월 25일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개월간 총 152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성 소관의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함
▶ 주요 내용
o (정의 규정)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정의규정에 자동 운행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 근거를 마련
- 자동 운행 장치4)의 정의규정은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에 신설
1) 자율주행차량수준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의 정의를 따르며, 레벨 3은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차량에 의한 모든 주행 동작이 가능하나, 차량 시스템 요청이 있거나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해
운전자의 상시 운전 개입이 가능해야 함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4, November 2018, p39 참조)
2) 道路交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3) 道路運送車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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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Ÿ

자동 운행 장치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사항5)
- 해당 자동차의 장치를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상시 운전 개입이
가능해야 함
- 자동차가 정비 불량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동 운행 장치와 관련된 사용 조건(《도로운송차량법》 적용)을 충족해야 함

Ÿ
도로교통법

경찰관은 정비 불량 차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차량이 운전되고 있을 때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자동 운행 차량의 검사증과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서류 및 작동상태 기록 장치에 기록된 내용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차량의 장치에 대한 검사가 가능

Ÿ

작동상태 기록 장치의 상태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할 수 없는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음

Ÿ

자동 운행 장치를 탑재한 자동차 운전자는 작동상태 기록 장치에 의해 기록
된 기록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함

Ÿ

보안기준6) 대상 장치에 자동 운행 장치를 추가

Ÿ

자동차의 전자적인 검사의 도입에 따라 해당 검사에 필요한 기술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독립 행정 법인인 자동차 기술 종합기구가 수행하도록 함

Ÿ
도로운송

분해 정비의 범위에 자동 운행 장치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정비를 추가하고,
정비 사업자는 지방운수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성장관은 해당

차량법

정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사업자 등에 제공
Ÿ

자동 운행 장치 등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한 개조 등에 관한 허가
제도 신설

Ÿ

완성차 검사의 결함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 신설

Ÿ

자동차 검사증 전자화(IC 카드화) 제도 도입

4) 《도로운송차량법》 제41조제20호 ”자동 운행 장치”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동차를 운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 운행 시 상태 및 주의 사항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 및 해당 센서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주된 구성 요소로 하는 장치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조정에 관한 인지, 예측, 판단 및 조작에 관련된 능력의 전부를 대체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해당 기능의
작동 상태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5) 《도로교통법》 제71조제5의5호에서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용 장비, 자동차
전화용 장비, 기타 무선 통신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에 장착 또는 반입된 화상표시용 장치에 표시된 화면을
주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자동 운행 장치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의무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6) 제46조(보안 기준의 원칙) 도로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운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고,
통행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 32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8 (March 2019)

해외 입법 동향

일본

▶ 시사점
o 일본은 2020년을 목표로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 기술 실용화를 목표로 자동
운전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o 향후 자동 운전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 위협 및 대응방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결정과 보험 구조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도 정비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npa.go.jp/laws/kokkai/310308/03_shinkyuu.pdf
https://www.mlit.go.jp/report/press/jidosha01_hh_000066.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2181520X00C19A3MM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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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
클라우드 보안 위험 서비스 관리 표준 발표 (2019. 3. 8.)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CCCS)1)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확대로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보안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 위험 서비스 관리 표준》2)을 발표 (2019. 3. 8.)

▶ 개요 및 경과
o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는 최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의
운영자와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효과적인 보안 위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보안 위험 관리 표준》을 개발하여 제공
-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모델 및 보안 위험 관리 주체를 정의
-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3) 등 관련 법령 준수 ▲클라우드 보안 목표 설정 ▲
클라우드 보안 위험 관리 프로세스 ▲클라우드 서비스 및 재사용 평가로 구성
- 기본 프레임워크는 사이버보안센터 정보시스템 보안 위험 관리 지침4), NIST 정보시스템
보안 위험 관리 표준5) 등을 참조하여 개발됨
o 캐나다 연방통신보안기구(CSE6))는 지난 2017년 10월에 《캐나다 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표준》7)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표준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함
▶ 주요 내용
o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NIST Cloud Computing Reference Architecture8)에서 정의하는
인프라(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응용
SW(SaaS, Software as a Service)서비스 유형이 대상
1) Canadian Centre for Cyber Security: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0월에 기존의 사이버 보안 조직인 Public
Safety Canada, Shared Services Canada 및 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를 하나로 통합한
사이버 대응 기관 설립을 발표하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
2) Cloud Security Risk Management (ITSM.50.062, 2019)
3)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2015
4) CCCS information system security risk management guidance (ITSG-33, 2014)
5) NIST’s standards on information system security risk management (Special Publications 800 series)
6) 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1946년에 설립된 캐나다 정부의 정보보안 기관으로 정부의 네트
워크 보안, 해외통신 습득 및 차단, 해킹 등 통신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
7) Cloud Security for the Government of Canada (ITSE.50.060, 2017)
8)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2011년 9월에 발간한 특별 간행물(500-292).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단계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구성요소를 제시한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 표준 개발에 그 내용을 참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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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o (클라우드 구축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공공, 민간, 커뮤니티,
혼합형으로 구분
o (위험 관리 주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위험 관리 주체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중개자,
제3의 보안평가자, 보안평가사, 보안책임자로 구분
o (보안 목표 설정) 정보 보안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보안 위험 관리에 클라우드 환경을 포함
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 목표를 설정해야 함
o (위험 관리 프로세스) 각 조직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보안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보안 위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위험 관리 프로세스 >
단계
1. 보안 위협 범주화
2. 보안 통제

주요 내용
Ÿ

하여 범주화함
Ÿ

프로파일 선택
3. 클라우드 서비스

Ÿ

Ÿ

보안 평가
7. 클라우드 서비스

Ÿ

9. 권한 유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 및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보안 통제를 구현

Ÿ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 조직이 보안 평가를 실시

Ÿ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합적인 보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직의 보안

운영 승인
8. 지속적 모니터링

구현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보안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보안 통제 구현
6.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의 특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각 조직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구축 모델을 선택

보안 평가
5. 이용자 측면의

캐나다 IT 위험 관리 표준9)의 부속서에 수록된 기준을 기초로 각 조직에
맞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보안 요구사항을 선택

및 구축 모델 선택
4. 구현된 서비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예상되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유형별로 분류

책임자가 서비스의 운영을 승인
Ÿ

서비스 운영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Ÿ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에 부여된 액세스 권한이 유지되어야 함

Ÿ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 및 복구, 임시
보호 조치 및 보안 업데이트 등 실시

9) IT Security Risk Management: A Lifecycle Approach (ITSG-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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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o (재인증 절차 간소화) 보안 평가 결과 인증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중복하여 평가 및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인증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중복 인증을 받지않아도 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시사점
o 캐나다는 지난 2018년 10월에 통합 사이버 위협 대응기관인 사이버보안센터를 설립
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사이버 보안 정책과 표준의 개발을 통해 전 국가
적인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모색
o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재사용성을 향상하고 중복 평가 및 인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함으로써 향후 관련된 신규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Reference
https://cyber.gc.ca/en/guidance/new-cloud-security-risk-management-itsm50062
https://cyber.gc.ca/sites/default/files/publications/itsm.50.062-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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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마트폰과 PC 등에 내장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 대한 법적 쟁점1)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
• (現) 한국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 (現) (사)한국행정법학회 출판이사
• (現) 변호사

I. 서론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이젠 디지털포렌식(forensic)2) 없이는 수사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영장 없이 형식적인
허가나 포괄적 영장만으로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속 저장정보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등을 실시간 조사할 수 있는 실무 관행이 문제되는 등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 관행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에서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거나

이를

막는

보안

기술

싸움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

비유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일상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통신을
추적하여 대량의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었음이 드러나 많은 미국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스마트폰 고객정보에 대해 요청하는
관행 및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관행의 적법성 및 합헌성에 대해 상당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피의자 체포시 그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수색하는
경우 영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연방대법원에서 2014. 6. 25. 선고된 사건은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이하에서 첨단기술의 집약체이자 개인 사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스마트폰 수색에 있어 전통적인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최초의 미연방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소개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가지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은 본인이 경북대학교 IT법 연구소에 투고한 논문(“스마트폰 압수수색의 헌법적 쟁점”, 2019. 3.)의
일부를 요약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2) 포렌식(forensic)은 법의학 용어에서 시작됐다. 사체를 조사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 37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8 (March 2019)

기고

II. 미연방 대법원 Riley v. California, U.S. v. Wurie 병합 사건
1. 미국에서의 스마트폰 압수ㆍ수색에 관한 관련 입법례
미국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들로 피의자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의 ‘위치에 관한 기록’을 수색하기 위하여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색영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주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주가 몬태나인데, 2013. 5. 6.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수색하기 위해서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다만,
스마트폰이 도난 된 것이거나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한 전화를 받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2. 10.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으나, 주지사가
위 법안이 주민들의 개인사생활보호 요구와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몬태나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2013.

3.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텍사스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메사추세츠주 의회는 2013. 7.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뿐
아니라 통화내용을 수색하는 데 영장을 요구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인디애나주에서는 2014. 5. 전자정보기기를 수색하는 데 영장을 요구하는
입법이 통과되었다. 2018. 6. 기준으로 10여개 주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콜로래도,
인디애나, 아이오와, 매인, 매릴랜드, 미네소타, 몬태나,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 연방대법원 판결의 요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안전 확보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공익과 영장주의 원칙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본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인 핸드폰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특수성 등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바탕으로, 체포에 인접한 핸드폰 수색의 경우, 긴급한 상황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영장을 받도록 최초로 판시하였다.3) 이 판결 내용을 통해 앞으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피의자 체포시 수반되는 핸드폰 압수, 수색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고

입법을

진행하는

데

풍부한

시사점들을

제공하리라

예상된다.

그

후,

3) 수정헌법 제4조에 담겨 있는 이념과 스마트폰에 관련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스마트폰
수색을 위해서는 체포에 근접한 경우라 할지라도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것이다.(Riley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Wurie 사건의 원심은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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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은 최근 2018. 6. Carpenter v. US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폰 위치에 관한
과거 셀 사이트 위치정보(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동통신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휴대폰 위치
데이터 기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위 판결은 위에서 살핀 Riley v.
California 판결의 영향을 받아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개인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관계를
정립한 판결로 평가된다. 즉, 미연방대법원은 5대4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의 물리적 위치
기록을 포함하는 과거 기록(historical records containing the physical location of cell
phones)에 접근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성(relevance to a criminal investigation)을 소명하고 법원의
공개명령(court order)을 얻어서 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을 수집할 수
있었으나 이 판결로 이제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려면 사전 영장(search
warrant)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판결은 위 Riley v. California 판결과 함께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여 수정헌법 제4조가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Ⅲ. 스마트폰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헌법적 문제
1. 전자정보와 전자증거의 법적 개념과 스마트폰의 특수한 문제
‘전자정보’는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정보’로서, 이용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저장된 정보(Computer stored Information)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디지털기기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Computer

generated Information)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전자에, 로그기록 등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전자증거’란 전자정보 중에서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종종 ‘디지털증거(Digital Evidence)’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용자가 삭제한
정보라도 디지털기기의 저장매체에 남아 있어 복구가 가능한 이상 전자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자증거는 잠재성, 이전성, 취약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을 가지며,
이로부터 전문성 및 신뢰성,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곤란성, 무결성, 비례성의 원칙,
관할권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은

통상의

전화기라기보다는

전화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에도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정리된다. 개별 스마트폰에는
많은 정보(주소록, 메모, 병원 처방전, 은행 거래내역, 동영상 등등)가 집약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서로 결합하여 개인 사생활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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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때, 또는 그 이전부터의 정보까지도 저장되어 있고, 특정인과의
통화내역까지 장기간 저장된다. 나아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는 질적으로도 전통적인
형태의 정보와는 달리, 인터넷 검색 히스토리,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 사용자의
삶의 모든 면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에는 클라우딩을
통해서 스마트폰 기기 외부에 저장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물론 수사기관 역시도 그 정보가 스마트폰 자체에 저장된 것인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법률적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다.4) 또한, 전자정보가
기존의 압수ㆍ수색 대상이었던 유형물과 압수ㆍ수색대상으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압수ㆍ수색

대상으로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은

일단

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매체나 하드웨어를 압수ㆍ수색 장소에서 찾아야 하는 물리적 수색(physical search)과
장에 기재된 전자 정보를 추출해 내는 전자적 수색(electronic search)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스마트폰에 내재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은 법원에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2단계

압수ㆍ수색을

기존

유형물에

대한

압수ㆍ수색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성 없는 정보와의 혼재와 이미징 때문에 기존의 유형물에 대한
압수ㆍ수색 보다 강화된 법원의 관여가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5)
2. 전자정보에 대한 강제수사의 법적 쟁점
(1) 전자정보에 대한 강제수사의 특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는

압수ㆍ수색절차에서도

일반적인

유체물과

달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정보의

눈에

보이지

않아

대량성으로 압수ㆍ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당연히 수집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하더라도 다운라드 내지 복사한 사본을 남겨, 피의자
혹은 제3자에 대한 다른 범죄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사용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수사기관이 다른 범죄의 증거가 되는 정보까지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미 원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후라도 언제든지 별건
범죄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압수의 요건으로 종전의 ‘필요성’외에 ‘범죄와의
관련성’을, 제215조는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검증에 대하여 위 두 가지 요건에 추가하여
4) 공영일, “스마트폰의 함의와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2권 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12., 1－2면.;
박인회, “스마트폰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제, 법제처, 2011. 6., 40면 이하.
5) 설민수,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
이미징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2016. 12., 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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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 까지 추가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점은 의미가 있다.6)
무엇보다,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과

달리,

전자정보에

대한

수집은

일회적인

행위라기보다 수색, 압수, 분석, 보관에서부터 법정에 현출되기까지가 일련의 동적인
과정으로, 그 과정 전체에 걸쳐 무결성,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보장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현재 이루어지는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외관상은

영장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포괄적 압수ㆍ수색 등으로 영장주의를 벗어난 위헌의, 또는 위법한 집행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하고도

남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경우 그 청구, 발부단계, 집행단계에서 압수ㆍ수색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로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환부, 가환부절차를 통한 즉시 반환하거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삭제,
폐기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스스로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전자정보 강제수집과 헌법적 문제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정보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당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이용중지,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정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이면 되고,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단체, 기업, 기관이거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일 수 있다. 그 정보가 보관된 장소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일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자신에 관한 정보’는 일기나 다이어리,
인터넷 로그기록, 전자우편(Email)이 될 수도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5년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한 다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6)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헌법학연구 18권 1호, 한국헌법학회, 2012. 3. 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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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특정 조항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7)
그 후 헌재는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취소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판시8)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일관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1998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사건에서,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여,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두를 근거로 하여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9)
(나) 통신의 비밀과 불가침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은 미국헌법이나 프랑스민권선언에는
없다. 위와 같이 종래 ‘통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디지털시대의 통신, 즉 ‘전기통신’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통신’과 다른 형태가 있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 문제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특별한 논의는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눈여겨 볼만하다. 현재성과
동시성이 없어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며, 이미 저장된 정보로서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는 별도로, 아직 수신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거나 열람되지
아니한 전자우편까지 ‘통신’이 아니며, 따라서 통신비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독일 연방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의

일종인

‘전기통신’에는

7)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사건.
8)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마153 결정.
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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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의 서버에 정보를 전송 또는 저장하거나 서버로부터
정보를 다운로드받기 위한 ‘전기통신’도 있다. 이러한 ‘전기통신’은 통신비밀 보호의
영역이 아니라, 내적인 사생활 형성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영역에 속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회선 감청(소위 ‘패킷 감청’)을 하는
경우라도

전자우편

등

본래적

의미의

‘통신’에

해당하는

것을

선별하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모든 패킷의 정보를 수집하는 조치는,
자칫 사생활의 핵심영역의 형성과정을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중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다) 영장주의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10) 이러한 영장주의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사전적ㆍ사법적 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압수ㆍ수색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이는 ①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②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전영장주의는

공정하고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례성과 침해최소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압수ㆍ수색의
경우에 국한하여 보면, 압수ㆍ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함으로써, 외관은 영장의 형태를 가졌으나 그 실질은 일반 영장에 이르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내재된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압수ㆍ수색될 위험이 크므로, 대상을 특정하거나
압수의 방법을 제한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헌법상의
10)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 6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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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연구와 실무상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소결
전자정보 수집ㆍ이용과 전자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보에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수밖에 없는 미래를 고려할 때, 미국 헌법 수정4조나
수정5조, 수정1조와 더불어 정보프라이버시권도 헌법적 보호의 근거로 인정되면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논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나아가, 이러한 미국내
논의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 역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일반적 인격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고

가정할

때

향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정보프라이버시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전자정보 수집․이용 및 전자감시 문제를
헌법상

정보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접근하는

깊이

있는

공법상

논의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가 전자정보 관련하여 정보프라이버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선례가 아직 없고, 정보프라이버시권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나아가 정보프라이버시권이 헌법상 권리(기본권)인지조차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헌법상

권리로서의

정보프라이버시권

판례가

대부분

의료기록, 금융기록 등 특정 종류의 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점 역시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듯하다.

Ⅳ. 결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ㆍ수색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에 절차에서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본 최초의 법리를 설시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의 최초 압수ㆍ수색현장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해당 부분만을 압수하였다면 그 이후 절차에서는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11) 무엇보다,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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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도 그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수사실무

관행상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는 특정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정보저장매체와 달리 통상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휴대된다는 특성 때문에 임의 제출물의 압수 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등
영장주의 예외의 적용을 너무나 쉽게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와 같은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받는 경우에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임의로 제출하는 의사인지 확인하고, 정보 탐색, 복제, 출력의 전체과정에서
임의성이 확보되도록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휴대폰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 휴대폰 등 기기 자체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구별하여,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사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이 상당하다. 또한, 제3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하여는
수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한편, 위와 같은
통지 및 전자우편 압수ㆍ수색 시 사후통지(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를 흠결한 경우 해당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박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종래에 기업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까지도 모두 압수해 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례가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압수ㆍ수색을 수행하되, 가급적 그 이상의 손해를
남기지

않도록

수사목적

달성에만

충실하도록

엄격한

수사

비례성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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