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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법령명

대표발의 의원

이상민의원
(2019. 10. 8.)

박선숙의원
(2019. 10. 25.)

박대출의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발의날짜)

(2019. 10. 25.)
김재원의원
(2019. 10. 28.)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 이용자의 ID 및 프로토콜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함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노웅래의원
(2019. 10. 29.)

마련하여 권고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을 실시

박대출의원
(2019. 10. 2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법률안

김병관의원
(2019. 10. 15.)
원유철의원
(2019. 10. 10.)

- 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훼손
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
- 매크로를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고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

김수민의원

-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결과를

(2019. 10. 29.)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명칭을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변경하고, 정보통신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2019. 10. 28.)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2019. 10. 16.)

- 양자응용기술을 정의하고 양자응요기술 기반
의 네트워크 구축 시 비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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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10.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별도로 저장ㆍ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특정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저장ㆍ관리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별도로 저장ㆍ관리된 개인정보의 보안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저장ㆍ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6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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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ㆍ차별하는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이하 "혐오표현등" 이라 함)가 유통되고 있음
o 그런데 혐오표현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편견을 야기하고 증오를 선동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어, 혐오표현등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o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인터넷 법제동향, Vol. 145 (Oct 2019)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걸그룹 출신 배우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지목되고 있음
o 정보통신망상의 악성댓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 주요내용
o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및
제75조제1항제6호의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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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는 등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 이후
악플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미한
수준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 70조제1항 및 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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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홈ㆍ가전, 스마트시티 등 경제ㆍ
사회 전반에 정보통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 분야는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
서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
통신망 연결기기등”이라 함)가 확산되고 있음
o 그러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위협 역시 늘고 있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o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안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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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 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정보 또는 특정 검색어의 검색을 유인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조작정보 등”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o 이러한 조작정보 등으로 정보통신망이 특정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어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행정적 규제에 앞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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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9. 10.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는 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정보유출, 비인가접근시도, 정보수집, 악성코드 등을 통한
해킹시도 차단건수는 2014년 18,160건에서 2018년 94,980건으로 423%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시스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뒤 이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인 패치를
마련하기도 전에 그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격을 감행
하는 ‘제로데이 공격’의 경우에는 보안전문가들도 가장 우려하는 위협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러한 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에 방화벽을 구축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기술적
으로 진보해 가는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막지 못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직
원이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o 유럽의 GDPR과 주요 국가에서는 중대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
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호 삭제, 제73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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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2019. 10.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
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유명 K-pop 등의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정가보다 고가로 되파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매크로업자”라 함)가 늘어나고 있음
o 이로 인하여 그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이 고스란히 매크로업자에 귀속되는 반면, 입장권
판매업자는 입장권 판매업무를 방해받고, 입장권 수요자는 입장권 구매의 기회가 제한
되고 결국엔 매크로업자로부터 고가로 입장권을 구입하게 되어 그 피해가 크고 시장의
왜곡 및 불로소득이 발생함
o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입장권을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이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을 몰수, 추징하는
규정은 부재함
▶ 주요내용
o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판매 및 알선을 통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제41조제1호의2, 제42조의2 및 제43조제4항제1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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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및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주요내용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
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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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정보
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o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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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9. 10. 1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양자응용기술이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불확정성 등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고도의 통신 보안성, 초고속연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양자응용
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o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가
나서서 관련 산업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정보
통신기술 중의 하나로만 취급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
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양자응용기술”을 양자(量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 단체가 금융, 의료, 교육 등
고객의 정보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응용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o 정부는 양자응용기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양자응용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자
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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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법 통과

(2019. 9. 26.)

미국 하원은 국토안보부의 CISA1)가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 대응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법안》2)을 의결 (2019. 9. 26.)

▶ 개요 및 경과
o 미국 하원은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의

CISA가

사이버보안

취약점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국토안보법》3)을 일부 개정하여 국토안보부 CISA의 장이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발굴 및 개발,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CISA의 장은 동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사이버보안 취약점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원에 제출
-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장4)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과 관련된
경진대회 등 인센티브 기반의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음
o 동 법안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하원에서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내용의 수정 없이 9월
26일 하원 통과 후 10월 15일 상원에 접수됨
▶ 주요 내용
o (목적)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CISA가 관련된 대응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임무를 부여함
- CISA내에 설치된 국가사이버보안ㆍ통신통합센터(NCCIC)5)의 역할에 사이버보안 취약점
대응 관련 업무를 추가하도록 《국토안보법》 제2209조6)를 개정
1) 사이버보안ㆍ기반시설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조직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허브 역할을 수행
2) Cybersecurity Vulnerability Remediation Act (H.R.3710)
3) Homeland Security Act 2002: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2년 6월 하원에서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2003년 3월에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었음. 기존에 여러 연방 부처 및
기관에 산재된 이민 , 해안경비, 사이버보안 등 안보 관련 업무가 국토안보부로 집중ㆍ이관됨
4) The 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2009년에 설치되어 사이버보안 및 통신
정보 업무, 사이버보안 관련 상시 상황 인식ㆍ분석ㆍ사고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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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의 규정) ‘사이버보안 취약점’이란 용어는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 제102조7)에
의한 ‘보안 취약점’의 정의 규정을 따름
o (역할) NCCIC의 업무에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추가하고, NCCIC
센터장이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대응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더 이상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SW 및 HW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도 포함
o (보고)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토안보부의 CISA 국장은 하원의 국토
안보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이버보안 취약점의 공개8)에 대한 정책 및 절차
- 사이버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산업계, 기타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획
- 사이버보안 취약점 공개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유ㆍ사용ㆍ공유 시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법
o (인센티브 프로그램)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장은 CISA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산업계, 학계, 개인이 모두 참여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등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음
▶ 시사점
o 동 법안에 따라 향후 미국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안보부의
CISA가 주도하면서 점차 다양한 분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최근 5G 네트워크 통신, AI 등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 정부의 정책 개발 시 산업계 , 학계, 전문가의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3710/BILLS-116hr3710eh.pdf
https://www.hstoday.us/subject-matter-areas/cybersecurity/house-passes-bill-to-increase-cisa-cyber-vulnerabil
ity-information-sharing/
6) 6 USC §659(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국가사이버보안ㆍ통신통합
센터의 역할과 조직 구성, 사이버보안 사고 및 위협 정보공유ㆍ분석 활동에 대한 내용을 규정
7) 6 USC §1501(Definitions) (17)Security vulnerability: ‘보안 취약점’이란 보안 제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는 HW 및 SW,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모든 속성을 의미
8) 6 USC §659(m): 국토안보부 장관은 산업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보안 취약점 공개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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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원칙 발표

(2019. 9. 23.)

미국 상공회의소는 《AI에 대한 OECD의 권고안》1)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원칙》2)을 발표 (2019. 9. 23.)

▶ 개요 및 경과
o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2019년 5월에 OECD가 발표한 《AI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계를 대표하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원칙을 발표함
- 본 원칙은 AI 기술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0개 부문으로 구성됨
- 정부의 AI 법제도 및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AI 기술에
접근하는 방향을 제안
o 금년 7월에 미국 상공회의소의 기술참여센터(C_TEC)3)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제공 및 새로운 정책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AI 실무 그룹을
신설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o (목적)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AI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경제여건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AI 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전반적인 접근 방향을
종합화하여 제시함

1)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OECD/LEGAL/0449): 본 권고안은 2019년 5월
22일 OECD 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AI에 대한 5대 원칙(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ㆍ복지,
법치와 인권ㆍ민주적 가치ㆍ다양성 존중, 투명성과 책임 있는 공개, 견고한 보안, 조직과 개인의 책임)에
따라 정책 결정자에게 5개 부문의 권고안(AI 연구 개발 및 투자 확대,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 AI 활성화
정책 환경 형성, 인적 역량 구축 및 노동시장의 혁신, 국제협력 강화)을 제시함.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9
2) U.S. Chamber,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Principles
3) U.S. Chamber Technology Engagement Center: 경제부문에서 기술의 역할 장려 및 경제성장ㆍ혁신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방안 등을 연구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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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내용)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10대 원칙과 부문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10대 원칙 및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AI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AI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의
가치를 포함
AI와 관련된 공공의 관심사를 다루는 경우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는 AI의 개발 및 사용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제거 및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정부가 AI 기술 개발ㆍ활용 등을 관리할 때에는 규범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사례를 기초로 유연한 위험평가
방식을 채택해야 함
AI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사례 기반의 위험 평가
방식 채택

AI 연구개발 투자 지원
강화



정부가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의 제휴, 규제 샌드박스4) 촉진,
테스트베드 활용 등 혁신을 촉진하는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련된 투자를 장려해야 함

AI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정부가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하여 AI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향상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는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고려해야 함

혁신 지향적
지적재산권 체계 구축



정부는 AI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ㆍ집행하고, 개방형 AI
생태계의 강점을 인식하는 혁신 지향적 접근 방식을 지원해야 함

데이터 이동 및 활용의
글로벌화 지원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이동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국제 표준 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을 준수하고, 이와 연계하여
산업계가 주도하여 개발ㆍ사용 중인 표준을 인정 및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제 표준 준수

4)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기존시장에는 없는 창의적ㆍ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여 시장에서 테스트 및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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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본 원칙은 미국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주도하여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AI와 관련된 정책문제를 다룰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o 미국 내에서 AI 기술의 개발 및 안전한 활용과 관련한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
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과 입법ㆍ규제기관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uschamber.com/sites/default/files/chamber_ai_principles_-_general.pdf
https://www.uschamber.com/press-release/us-chamber-releases-artificial-intelligence-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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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사이버 헌트 및 사고 대응팀법 승인 (2019. 9. 24.)
미국 상원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보호하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팀을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사이버 헌트 및 사고 대응팀법》1)을 승인 (2019. 9. 24.)

▶ 개요 및 경과
o 2019년 6월 하원을 통과2)한 《사이버 헌트 및 사고 대응팀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됨
- 2016년 국가사이버보안ㆍ통신통합센터(NCCIC) 하에 운영되던 미국 컴퓨터 비상
준비팀(US-CERT)3)과

산업

제어시스템

사이버

비상

대응팀4)(ICS-CERT)의

사고대응능력을 결합하여 사이버 헌트 및 사고 대응팀(HIRT)5)을 창설함
- 본 법안은 정부와 공공, 민간단체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기술을 지원하고자 사이버 헌트 및 사고 대응팀을 영구기관으로 운영하는 것
으로, 이에 따라 2002년 국토안보법6) 일부를 개정함
- 해당 팀은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사이버위험을 탐지ㆍ분석하고 완화
전략 개발 및 시스템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등의 임무를 수행
▶ 주요 내용
o (구성) 이 법안으로 설립되는 HIRT는 국토안보부의 NCCIC7)에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HIRT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음
o (임무) HIRT는 사이버 위험을 탐지 ㆍ 발견하고 공공ㆍ 민간조직이 사이버공격에 대응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조언을 제공
1)
2)
3)
4)
5)
6)

DHS Cyber Hunt and Incident Response Teams Act of 2019 (H.R.1158)
DHS Cyber Incident Response Teams Act of 2019 (H.R.1158)
United States Computer Emergency Readiness Team
Industrial Control System Cyber Emergency Response Team
Cyber Hunt and Incident Response Team
Section 2209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6 U.S.C. 659): 미국 연방 법전 제659조는 국토안보
부의 정보보안 부문 조직 중 국가사이버보안 · 통신통합센터의 정의 및 기능, 구성 및 정보공유 절차, 수
행 원칙 등을 규정함
7) The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2009년 설립되어 사이버보안 및 통
신 정보 업무, 사이버보안 관련 상시 상황 인식 · 분석 · 사고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사이버
보안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24/7 대응 센터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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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헌트 및 사고 대응 팀의 주요 임무>
구분

주요 임무
⦁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후 자산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서비스 복구를 지원

사이버보안 대응
지원

⦁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
- 사이버보안 위험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전략 제공
- 자산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사이버보안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네트워크 및
제어시스템 보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 제공

사이버보안 기술
지원
사이버보안팀
성과 지표
수립 지원

⦁ 사이버보안 위험 및 허가받지 않은 사이버활동에 대한 탐지 및 분석
⦁ 대상 조직의 정보시스템의 망접속형태8)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 검토
⦁ 사이버보안 위험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수집 및 분석
⦁ 조직이 효과적인 보안전략을 설계 및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제공
⦁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고 실행가능한 지표를 수립하도록 지원
⦁ 사이버보안 위험 수준에 따라 우선하여 준수해야 할 지표를 제시
⦁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 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o (보고) NCCIC는 HIRT의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회계연도 4분기가 종료될 때
상원 및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평가에 사용된 지표 및 팀 운영 사항9)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시사점
o 미국은 최근 랜섬웨어 감염과 같은 사이버공격을 받은 공공ㆍ민간단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 복구하기 위해 HIRT의 영구적인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o 또한 국토안보부에서 네트워크 및 데이터 안전에 대한 권장사항 및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 사이버보안전문가를 HIRT와 협력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사이버공격을 받을 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국가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158?s=6&r=3820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1158/BILLS-116hr1158eas.pdf

8) 네트워크 토폴로지(network topology) : 망접속형태, 컴퓨터의 네트워크 요소들(링크, 노드 등)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것, 또는 그 연결 방식을 말함
9) 보고서의 기간 동안 접수된 총 사고 대응 요청 건수,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HIRT의 인력 배치 현황, HIRT
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간 협력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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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이버보안센터(NCSC),
사이버보안 평가 프레임워크 개정

(2019. 9. 30.)

영국 사이버보안센터(NCSC)는 기존에 국가 주요 인프라 기관을 위한 《사이버보안
평가 프레임워크》1)의 적용대상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으로 확대 (2019. 9. 30.)

▶ 개요 및 경과
o 영국 사이버보안센터(NCSC)2)는 기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에게 적용하였던 《사이버보안 평가 프레임워크》의 대상을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조직 등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함
- 민간 부문으로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공통적인 사항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 사이버보안 복원력3) 향상을 위해 ▲보안 위험 관리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호 ▲사이버보안 사고 탐지 ▲사이버보안 사고의 영향 최소화에 대한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수 사항을 목록 형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
o 본 프레임워크는 2018년 4월에 최초로 작성된 후 2018년 10월에 보안 취약점 분석,
공급망 위험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한차례 개정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o (목적) 본 프레임워크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조직이 사이버보안
복원력 평가를 실시할 때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할 점검 목록과 기준을 제공하여 영국
전역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목표) 사이버보안 복원력 평가 부문별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보안 위험 관리: 필수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조직에 적합한 관리 정책 및 운영 방안을 마련
-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호: 필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마련
1) Cyber Assessment Framework: 사이버보안 위험을 책임지는 조직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
2)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3)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핵심 업무를 신속하게 복구
하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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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 사고 탐지: 중요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
시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 사이버보안 사고의 영향 최소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ㆍ완화 절차를 마련하고, 중요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
o (점검 목록) 상기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복원력 평가 목록을 제공하며, 부문별 항목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이버보안 복원력 평가를 위한 부문별 항목과 주요 내용 >
구분

항목
관리 체계



조직 특성에 따른 정책 및 절차 마련



보안 취약점의 식별 및 평가, 위험 관리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식을 확립



필수 업무 기능을 유지 또는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를 파악




공급 업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성을 파악
보안 사고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상호 지원 체계 확립



중요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구성원에 전달



중요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문서화를 통해 관리하며, 검증된 사용자로 한정



필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보호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적용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중요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을 보호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복원력



업무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필수 기능
및 데이터의 경우 안전한 장소에 정기적인 백업 실시

보안 인식 및
교육훈련




경영진이 사이버보안 목표와 정책을 명확히 제시
구성원들에게 사이버보안 교육훈련을 실시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조사기법
개발 등을 위한 전담 보안 모니터링 담당자를 배치



중요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 시도에 대한 탐지 체계 운영



중요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을 쉽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유하며, 시나리오에 따른 연습을 실시



사이버보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적용 및 구현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

위험 관리
보안 위험
관리

자산 관리
공급망
서비스 보호 정책
접근 통제

사이버공격
으로부터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호

사이버보안
사고 탐지

사이버보안
사고의 영향
최소화

주요 내용

데이터 보안
시스템 보안

보안 모니터링
보안 이벤트 탐지
대응 및 복구 계획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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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영국의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실질적인 규제 업무는 소관부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이버보안 복원력 평가 인증 등을 획득하려는 기업은 본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목록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활용할 것으로 보임
o 이번에 개정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향후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에서 복원력
평가를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ncsc.gov.uk/blog-post/the-cyber-assessment-framework-3-0
https://www.ncsc.gov.uk/collection/caf/cyber-assessment-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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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
소규모 기업을 위한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2019. 10. 09.)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SCS)는 소규모 기업이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필수 점검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1)를 발표 (2019. 10. 09.)

▶ 개요 및 경과
o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SCS)2)는 소규모 기업이 일반적인 사이버보안 위협 및 사고로부터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보호하는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점검 사항과 기준을 제공하는 가이드를 발표함
- 소규모 기업의 사이버보안을 위협하는 악성 SW3) 및 사기 이메일4), 랜섬웨어5)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방안을 안내
- 기업의 경영ㆍ관리자가 사이버보안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과 기준을 SW 부문과 인력ㆍ내부절차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
o ACSC는 지난 2019년 8월에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조사를 실시6)한 바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본 가이드에 반영함
- 소기업의 90%가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내용
o (목적) 소규모 기업의 경영ㆍ관리자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비하여
최근의 사이버공격 유형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기업의 자체적인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1) Small Business Cyber Security Guide
2)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3) Malicious Software(Malware):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및 웜 등을 포함
4) Scam Emails(Phishing):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된 메세지를 통해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공격 시도로, 전자메일과 메신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이루어짐
5) Ransomware: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에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주로 합법적으로 보이는 이메일 링크 또는 첨부 파일을 통해 실행됨
6) ASCS, 2019. 8., Largest survey to improve cyber security for Australia’s small businesses,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cyber.gov.au/news/largest-survey-improve-cyber-security-australias-small-businesses#_ft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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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사이버보안 위협 유형별 조치 방안) 최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사이버보안 공격의 유형에 대하여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소기업 대상 사이버공격의 유형별 특징 및 조치 방법 >
유형
악성 SW

사기
이메일

특징

조치 방법





중요한 정보에 접근
사용자의 컴퓨터를 통제
절도ㆍ장난ㆍ스파이 행위 등





OS 자동 업데이트 실시
SW 응용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실시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대상에 따라 정교함이 다름
이메일외에도 SMS, 인스턴트
메시지, 소셜 미디어 등 활용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을 열지 말 것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회사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



파일을 암호화하고 비트코인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
이메일, 웹사이트, P2P7) 활용





절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말 것
최신 버전의 OS 및 SW 업데이트 유지
중요 업무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

랜섬웨어


o (사이버보안 대응 방안) 기업의 경영ㆍ관리자가 사이버보안 대응 방안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소기업의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방안 및 주요 내용 >
구분

SW 부문

인력 및
내부절차
부문

항목

주요 내용

SW 업데이트




OS의 경우 자동 업데이트 실시
자동 업데이트가 어려운 경우 최신 버전을 확인 및 설치

정기적 백업




자동 백업 등을 통해 안전한 외부 장소에 정기적 백업 실시
정기적으로 백업을 복원할 수 있는지 테스트 실시

다단계 인증 사용



신원 증명에 필요한 보안 조치로 다중요소인증8)을 구현

접근 권한 설정



중요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

암호 설정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보안 강도가 높도록
암호를 설정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ㆍ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

보상



사이버보안 위협 및 취약점을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함

인식 향상 교육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보안 기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이버보안 인식 향상 교육을 실시

발견한 조직 구성원에게

7) peer to peer: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8) Multi-Factor Authentication: 최소 2개 이상의 인증 요소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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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호주는 IC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최근에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공 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 취약
성이 높은 중소규모 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o 본 가이드는 소기업의 경영ㆍ관리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사이버보안 관련 조치를 자체
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소규모
기업에서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cyber.gov.au/publications/small-business-cyber-security-guide
https://www.cyber.gov.au/sites/default/files/2019-10/10912_acsc_small_business_guide_v4_afs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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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2019. 10. 15.)

일본 내각은 정보처리추진기구(IPA)1)의 업무 확대와 기업의 디지털 경영2)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3)을 의결 (2019. 10. 09.)

▶ 개요 및 경과
o 일본 내각은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정부 및 공공 부문에 조달되는 정보처리 서비스의
기술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연계ㆍ공유를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디지털 경영 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IPA의 업무에 ▲정부 및 공공 부문에 조달되는 정보처리 서비스 기술의 안전성 평가
실시 ▲국가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ㆍ공유와 관련된 연구ㆍ보급 등의 사항을 추가
- 기업의 경영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장관이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4)을 정하도록 규정
- 상기한 지침의 기준에 따라 우수한 디지털 경영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함
o 지난 2019년 9월에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5)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의 노후화된 IT 시스템 개선 및 디지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경영 적합성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논의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o (목적) 정보처리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IPA의 업무 범위에
정보처리서비스 기술의 안전성 평가 및 연계ㆍ공유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보기술을
1)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일본 IT 전략을 기술 및 인재 면
에서 지원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소관 하에 204년 설립한 조직으로,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제50조)에서 기구의 명칭과 목적, 업무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음
2)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제약 요인이었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거래기업과 고객들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 최신의 정보기술 및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3)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4) 동 지침은 동 법이 개정되면 경제산업성령으로 공포할 예정임
5) デジタルガバナンスに関する有識者検討会, 2019. 9., 「デジタルガバナンス・コードの策定に向けた検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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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경영

혁신에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o (주요 개정 내용) 동 법의 개정안 중 신설된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개정 내용


제51조(업무의 범위)
- 제5호: 정보처리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평가와 함께 정보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기술적ㆍ기타 필요한 적정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

IPA의
업무

- 제8호: 각 부처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연계 구조 및 제휴와 관련된 협력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그 성과의 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대응 업무
- 제9호: 제31조에 따라 디지털 경영 적합성을 인정 받은 사업자의 의뢰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 및 기타 정보처리, 시스템 운용 관리에 대한 협력 업무
제3장 정보처리 시스템6)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 등


제30조(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
- 경제산업성 장관은 기업의 경영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고, 관련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정해야 함
- 지침에는 국내 산업의 정보처리 시스템 이용 현황과 기술적 동향, 정보처리

디지털
경영
활동
관련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
- 지침 작성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침을 정했을 때 지체 없이 공표


제31조(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의 인정)
- 제30조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우수한 디지털 경영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경제산업성 장관이 그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



제32조(인정의 갱신)
- 제31조에 따른 디지털 경영 적합성 인정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함



제33조~제37조(인정 사무 및 보고 등)
- 인정 신청에 대한 사무 및 보고 요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경제산업성 장관은 인정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벌칙
규정



제62조
-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6) 개정법안 제2조제3호(신설): 본 법률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이란 컴퓨터 및 프로그램의 집합체에서 정보처리
업무를 일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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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동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IPA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므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보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o 일본의 기업들은 구형 시스템 및 방법론 등을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등 디지털
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나, 본 법안에 따라 도입
되는 정부 인정 제도 및 후속 지원 사항들을 통해 디지털 경영 혁신에 노력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Reference
https://www.meti.go.jp/press/2019/10/20191015002/20191015002.html
https://www.meti.go.jp/press/2019/10/20191015002/201910150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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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의 법제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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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및 기업의 자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도심의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 2022년에는 블록체인이 금융권 외에도 유통, 제조,
서비스, 공공 등에서 고르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과 결합하여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거래와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면서부터이다.
스마트계약의 개념 자체는 1990년대에 제창된 것이나, 당시는 기술이 진전되어 있지
못하여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의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스마트계약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술기반이 정비되고, 활용 가능한 영역이
갑자기

넓어졌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은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흥미 깊은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거래
비용을 대폭 줄이고, 계약 실무와 거래 방법 자체를 크게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계약이 계약의 불완전성 등 현실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자체로 인한 다양한 법적 문제도 등장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Ⅰ. 스마트계약의 구조
블록체인상에 코드를 수록하고 자동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이 스마트계약인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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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Alice)와 밥(Bob)은 월드컵 한국 대 독일 전에 돈을 거는 것으로 내기를 하였다.
앨리스는 한국이 이기는 것에 0.1 비트코인을 걸고, 밥은 독일이 이기는 것에 0.1
비트코인을 걸었다. 앨리스와 밥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찰리(Charlie)의 주소에
각각 0.1 비트코인을 예탁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국이 이기면 앨리스는 찰리로부터 0.2
비트코인을 받고, 독일이 이기면 밥이 0.2 비트코인을 받는 것이다. 무승부가 되면 찰리가
각각에게

0.1

비트코인을

돌려준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가치이전을

위한

구조에

불과하므로, 앨리스와 밥의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찰리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더리움(Ethereum)을 사용하면 이더(ETH)라고 하는 가치의 이전만이 아니라
코드를 작동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이
이기면 밥의 계좌로부터 앨리스의 계좌로 0.1 이더를 이전시킨다.”고 하는 것과, “독일이
이기면 앨리스의 계좌로부터 밥의 계좌로 0.1 이더를 이전시킨다”고 하는 건을 각각
코드로 하여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 입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if/then>의
로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코드화하는 것도 용이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상에서
이 코드를 자동적으로 실행시키면 시합의 결과에 따라 앨리스와 밥 사이에서 0.1 이더가
자동적으로 이전된다. 무승부가 되면 어떤 것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더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코드가 앨리스와 밥의 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제3자(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 에이전트
등)에 의존함 없이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와 계약이행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스마트계약의 주된 목적은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전통적인
계약법보다 우수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계약을

조합시킴으로써 거래의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길이 열린 것이다.

Ⅱ. 스마트계약의 의의
‘스마트계약’이라는 용어는 논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모호성에
기초하여 법적 개념 정의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 조항을 컴퓨터
코드로 만드는 것이므로 ‘컴퓨터 코드화된 계약’이나 전통적인 계약적 관점에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스마트 계약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체결과 이행이 예정된 전자코드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스마트한 이행이 보장되는 계약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스마트계약을 단순한 코드로 보는 견해와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기도
하고, 정의하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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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코드’와 계약법상의
‘합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계약이라는 단어가 ‘계약’이라는 언어를 포함하고,
마치 코드 그것이 계약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스마트계약은

그 자체가 반드시 계약은 아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술, 프로그램, 코드이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증여계약은 서면이
아니면 철회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계약은 적합하지 않다’, ‘계약의 체결에 서면성이
요구되는 경우, 스마트계약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이라면

서면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실행을 스마트계약으로

실현시키면 된다. 계약의 체결에 서면(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자적 방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스마트계약(코드)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하게 하면 된다. 스마트계약의 개념을 최초에
제창한 닉 자보(Nick Szabo)도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라는 의미에서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Ⅲ. 스마트계약의 한계
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행시킨다고 하는 스마트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코드가 법을
대신한다’, ‘코드가 계약을 대신한다’, ‘법률가나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이상론적 주장으로서, 스마트계약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계약은 ‘만약 A가 충족되면 B를 실행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조건과 결과의
관계가 로직으로 있고, 그 로직을 컴퓨터 코드로서 기술하는 것이다. 코드로서 기술하는
데에는, true/false (진위)의 판단이 기계적ㆍ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로직을 구축하여야
하고, 애매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앨리스와 밥의 승부
건이라면, 한국 축구팀이 이기는가 독일 축구팀이 이기는가는 true/false의 논리판단이
가능하다. 항공편의 지연이나 악천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true/false의
논리판단이나 수치화가 용이하고, 로직을 코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의 계약에서는 해석을 수반하는 조항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경우에는
스마트계약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선의 무과실’이나 ‘중대한’이라는 요건을
포함한 조항은, 선의 무과실이나 중대성의 판단을 컴퓨터가 자동적ㆍ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스마트

계약은

‘A라면

B’라고

하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일정한 가치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래 등에는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 그 때문에 모든 거래나 계약건을 코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스마트계약은 ‘미리 구체적으로 특정가능한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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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로직을 자동적으로 실행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스마트성을 갖추는 것에 그치고,
스스로 지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뒤에 일어날 다양한 경우에 최적인 해법을 제공하거나
하는 의미에서의 스마트성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닉 자보(Nick Szabo)는 스마트계약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사용은 상정되어 있지 않다.
스마트계약은 약속건을 디지털한 방법으로 명확화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러한 약속 건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상을 사전에 코드로서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한
‘A이면 B’의 ‘B’, 즉 코드로 실현시키는 결과에 대해서도, 코드로 실현가능한 거래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노무의 제공이나 위임사무의 수행 등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스마트계약에서는 실현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스마트계약의 활용은
계약절차나 지급 처리 등의 기능에 한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Ⅳ. 스마트계약에 수반하는 법률문제
스마트계약이 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코드라도 하더라도 다양한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코드에 의한 자동적인 실행인데도 불구하고, 코드에 버그나 에러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 역으로 코드의 버그나 에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흔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 경우 종래의 계약법 이론에 따른다면 착오, 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버그나
에러가 있다고 해도, ‘그 코드에 의해 거래를 한다’고 하는 스마트계약의 본래의 사상에
따라 버그나 에러를 이용한 이익의 이전이 부당한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위험부담의 문제로도 될 수 있다.
스마트계약에서는 종래의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B2B 거래라면
코드의 리스크나 불완정성에 대비하여 각각 전문가를 고용하여 코드의 적정평가절차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B2C의 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이 사용될 것인데,

소비자에게 있어 코드의 내용은 이해 불가능한 블랙박스일 것이다. 코드에 잠재한 에러나
버그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도 좋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에 수반하여, 신의칙 등에 기초한 부수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소비자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수의무는 코드로 기록할 수도 없고, 스마트계약에서는 자동적으로 실행되지도
않는다. 그 경우 주된 급부의무만 스마트계약으로 가능하고 부수의무는 스마트계약과
달리 사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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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거래라도 「소비자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간주한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실행되어 제3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스마트계약의 본질과 배치된다.
한편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에 있어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스마트계약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블록체인이나 스마트계약을 조합시킨 것에는, ‘중앙집권적인 관리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분산ㆍ분권적인 시스템의 기초에서 거래를 자동적으로 실행시킨다’고 하는 이념이 배경에
있고, 그 효용은 국경을 초월한 거래에서 보다 현저하게 발휘된다. 그런데 스마트계약도
법률의 규율대상이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거래로 스마트계약이 활용되는 경우 준거법이나
분쟁해결방법은 어떻게 되고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Ⅴ. 법적 대응방향
스마트계약은 계약법상 합의와 구별하여야 하는 코드라는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코드의
공동개발과 이용개시에 의해 계약법상의 합의가 성립하고, 또한 합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계약법 원리가 적용된다.
한편으로 합의의 성립과 내용확정이 최초에 있고, 그것을 기초로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에 코드를 사용한다고 하는 스마트계약도 있다. 즉 당사자간에는 기존 계약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고,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두고,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로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한 후에 그것을
코드로 하는 것이다. 그 경우 조건(요건)과 결과(효과)의 로직을 기록한 타임시트를
작성하여 둠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찾아내기 용이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코드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형식의 스마트계약이라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코드와 계약을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나누어,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명시적으로 성립시키면 코드에 버그와 에러가 있던 경우의 위험부담, 리스크 분배,
거래의 대체적인 실행방법,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정함 등을 계약조항으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계약서 조항과 코드 사이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확정시키기 위한 해석에 있어서 계약서의 조항을 코드의 내용으로 우선하게 하는
취지의

규정을

계약서에

설정해

두는

수정ㆍ변경이나 거래의 정지가 필요한

것이

고려될

수

때와 같은 경우에,

있다.

또한

거래조건의

코드의 수정과 정지가

가능하도록,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코드의 수정ㆍ정지를 할 것인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을 사용한 B2C 거래라면, 「소비자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그대로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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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대부분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에 코드를 사용하는 스마트계약이 이에 해당될
것인데,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로 계약을 확정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관련 법률이 적용될 것이다.

Ⅵ. 마치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은 당사자간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신성장동력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특히 국경 없는 거래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집행이 곤란한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스마트계약은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코드로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는 데에는 계약조항을 코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분해하고, 각각 ‘if’, ‘then’ ‘and’, ‘but’ 등을 활용하여 ‘A이면 B’라고 하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해야 하고, 기계적으로 판정 가능한 로직으로 구성해 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재 AI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궤를 같이하여 금후 스마트계약의
활용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이렇게 계약조항을 분해하고, 재표현하는 작업이 다양한
거래유형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즉 컴퓨터로 계약조항을 분해하는 작업이
스마트계약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전통적인 계약실무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도 예상된다. 특히 각종 계약이 유형화되고, 또한 개별 조항마다 모듈화ㆍ표준화하는
작업이 보다 한층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스마트계약은 그러한 개별 계약조항의
모듈화ㆍ표준화를 추진하는 단서에 해당할 지도 모른다.
정말로 스마트계약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다면,

코드가

법을

대신하거나 법률가나 법원이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통적인 법학의 영역에까지
컴퓨터가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법이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두려움마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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