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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일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보호지침을 마련ㆍ권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고 침해사고 대응조치, IoT보안인증제도 신설
2020. 6. 9.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
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하고 초연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2020. 6. 9.

정보통신기반, 지능정보기술ㆍ서비스의 보호
조치 권고 규정을 신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2020. 6. 9.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
-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2020. 6. 9.

등록에 대해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
-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2020. 6. 9.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
-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0. 6. 9.

성착취물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
- 국외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국내대리인 지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전사서명법」 전부개정법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
2020. 6. 9.

하고 종이ㆍ스캔문서의 이중보관부담 해소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함

2020. 6. 9.
2020. 6. 9.

-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함
-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정상적인 절차를 우회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
광고 심사지침」 일부개정지침

2020. 6. 9.

하여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
행위"의 정의에 추가함
-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2020. 6. 22.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매체별
공개 방식ㆍ예시 등을 규정함

<국회 제출 법률안>
법령명

(날짜)

윤한홍의원
(2020. 6.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2020. 6. 16.)

정필모의원
(2020. 6. 22.)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한 이득,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함
-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티켓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이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함
-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
게재시 삭제 의무 규정 및 과태료를 부과함

태영호의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매입 시 매입

(2020. 6. 22.)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ㆍ알선을 금지

정필모의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2020. 6. 22.)
정필모의원
(2020. 6. 22.)

조태용의원
(2020. 6. 30.)

유통 방지 등 관련 시책 마련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에 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피해예방사업을 추가
- 사이버공격에 대해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대처하고, 사이버공간상 위기 발생시 대응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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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12.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의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o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
되어야 하고,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규정함(제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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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o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48조의5 신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
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제48조의6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제25호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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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12.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함
▶ 주요내용
o 법률의 제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o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제2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1조 및 제22조)
o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
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
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o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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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6. 11.)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을 공포함
▶ 주요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조성계획 및 해당 지역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등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및 31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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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12. 1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제안이유
o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o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o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o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
하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o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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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o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6조)
o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제18조 및 제20조)
o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도록 함(제22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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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12.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
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함(제9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
단체 등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o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함(제17조 및 제59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기관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 22조 및 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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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 및 관리 과정에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함(제25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 및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7조 및 제29조)
o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30조 및 제31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 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o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o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하도록 함(제53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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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12.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
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신고 반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
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5제1항, 제22조의5제2항 및 제22조의6 신설)
o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2조의7 신설)
o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제22조의8 신설)
o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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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12.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제4조의2 신설)
o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자문서의 수신 간주를 수신
추정으로 변경(제6조제1항 및 제2항)
o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6제2항 신설)
o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제31조의18 및 제31조의19)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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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12.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개편함
▶ 주요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
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제2조)
o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제3조)
o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제 6조 )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o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o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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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1. 6.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양자(量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
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자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27조의2 신설)
o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제27조의3 신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 신기술의 창출 및 확산,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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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0. 6. 9., 시행 2020. 12.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o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의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
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
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전자적 침해행위"를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또는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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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일부개정지침 공포
(공포 2020. 6. 22., 시행 2020. 9. 1.)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제안이유
o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을 마련하여 온라인ㆍ모바일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자 함
o 사진, 동영상 등 다양화된 SNS 매체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사지침이 문자 위주의
공개방법 및 예시로 구성되어 보다 현실감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함
o 유명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상품ㆍ브랜드 노출 등을 하거나 또는 추천ㆍ
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을 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주요내용
o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ㆍ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Ⅴ. 5. 나.신설)
o 문자, 사진, 동영상 및 실시간 방송 플랫폼 등 추천ㆍ보증이 행해지는 SNS 매체별로
구분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형식과 예시를 마련(Ⅴ. 5. 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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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량의 공연(음악, 스포츠 등)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강 신청, 온라인 투표(오디션, 각종
시상식 등 ), 게임 등에서 일반인의 정당한 선택 또는 한 표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
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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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티켓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 ㆍ 관람권 등 을
독점적으로 예매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o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o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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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민대다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소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o 최근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통해
유포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음
o 이에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 하고 허위조작
정보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 책무를 부여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
※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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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
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o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해당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임
▶ 주요내용
o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ㆍ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43조제2항제1호ㆍ
제1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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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o 그러나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주요내용
o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1항제5호)
※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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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는 그 공유ㆍ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o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ㆍ잡지 등 미디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함
▶ 주요내용
o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
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신설)
※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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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보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공간상 위기 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
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둠(안 제5조 및 7조)
o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센터를 구축ㆍ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10조)
o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를 다른 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
하여야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차원의 사어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
o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함(안 제12조)
o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책임기관 및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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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AI 기술 역량 향상을 통해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 (2020. 5. 19.)
미국 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2020. 5. 19.)

▶ 개요
o 미국 하원은 2020년 5월 19일 《온라인 침해 대응 법안(Countering Online Harms Act)》을 발의
- 동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1)가 온라인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에 관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확산된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 필요성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쟁국에 대한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됨
▶ 주요내용
o (연구실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동 법안의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정
온라인 침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야 함 (제2조(a)(1))
- (요구사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공지능이 온라인 침해를 식별, 제거 또는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연구해야 함 (제2조(a)(2))
구분

세부 내용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기행위 등 개인에게 사기를
저지르거나 해를 입히는 기만적 콘텐츠

중점 연구대상

 딥페이크(Deep-fake) 영상2), 개인의 거짓 리뷰 등 개인의 판단을
오도하는 조작된 콘텐츠
 의도적으로 개인의 판단을 오도하도록 설계된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1) Federal Trade Commission: 1914년에 설립된 미국의 경제 규제 담당 정부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전문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독과점 방지, 불공정거래
규제, 소비자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함
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 등을 타 인물과 컴퓨터그래픽으로 합성하여 만든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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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세부 내용
 불법 마약성분 판매,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리벤지 포르노,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증오 범죄, 폭력 선동 등과 같은 불법 콘텐츠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하여 자신들을
홍보하고 프로파간다(propaganda)을 공유하며, 폭력 행위를 미화
하는 행위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증되지 않은 계정 또는 개인에
의해 조직화된 허위정보 운동
 위조품 판매와 관련한 활동

o (보고의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연구를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하원 에너지ㆍ상업위원회3) 및 상원 상무ㆍ과학ㆍ교통위원회4)에 제출해야 함 (제2조(b))
구분

세부 내용
 제(a)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의 결과
 위 나열된 온라인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필수 포함사항  동 온라인 침해를 다룸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합리적인 정책, 행동 및 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사항
 온라인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도임 및 사용을 앞당길
수 있는 입법적 권고사항

▶ 시사점
o 동 법안은 미국 하원 에너지ㆍ상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총 15개의 신흥
기술 패키지 법안 중 일부로서 미국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보호 양대 목적을 추구
- 공화당 의원들은 《온라인 침해 대응 법안》을 비롯한 총 15개의 패키지 입법을 통해
최첨단 기술 발전을 장려하여, 최근 미국 정부가 겪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 분야 관련
문제 극복 및 자국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함
- 또한, 혁신을 추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자유 시장경제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미래 경제 성장에 정책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함

3) The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4)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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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 기술 패키지 법안 내역 >
분류

법안
 인공지능 네트워킹 보안 생성 법안 (The Generating Artificial Intel
ligence Networking Security (GAINS) Act)
 블록체인 발전 법안 (The Advancing Blockchain Act)
 3D 프린팅 발전 법안 (The Advancing 3D Printing Act)

신흥 기술
발전

 양자컴퓨팅 발전 법안 (The Advancing Quantum Computing Act)
 스마트 사물인터넷 법안 (The Smart IoT Act)
 무인택배서비스 발전 법안 (The Advancing Unmanned Delivery
Services Act)
 안면인식 발전 법안 (The Advancing Facial Recognition Act)
 사물인터넷 제조 발전 법안 (The Advancing IoT Manufacturing Act)
 신소재 발전 법안(The Advancing New and Advanced Materials Act)
 고립주의의 장기발전 영향 제시 법안 (The Showing How Isolationism

글로벌
데이터 혁신
및 보안

Effects Long-term Development (SHIELD) Act)
 국외 이전 데이터 위치 고지 법안 (The Telling Everyone the Location
of data Leaving the U.S. (TELL) Act)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무결성 및 공개 법안 (The Internet Application
Integrity and Disclosure (Internet Application I.D.) Act)

전국적
혁신 추진
혁신을 통한
침해 대응

 긱 이코노미 발전 법안 (The Advancing Gig Economy Act)
 기술 스타트업 발전 법안 (The Advancing Tech Startups Act)
 온라인 침해 대응 법안 (The Countering Online Harms Act)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937/text?q=%7B%22search%22%3A%5B%22coun
tering+online+harms%22%5D%7D&r=1&s=3
https://republicans-energycommerce.house.gov/news/press-release/walden-mcmorris-rodgers-announce-e
merging-tech-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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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한 EU 입법례 연구 보고서 발표

(2020. 5. 15.)

유럽의회는 향후 《디지털서비스법》 입법의 기초가 될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한 EU 입법례
연구 보고서1)’를 발표하고 《디지털서비스법》2)을 위한 주요 입법 방안을 제안 (2020. 5. 15.)

▶ 개요
o 유럽의회 내 ‘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IMCO)’3)는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한 EU
입법례 등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유럽연합 입법례를 개괄하고 그간의
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등을 분석
- 이를 토대로 2020년 말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
o 연구 보고서는 도입부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제1부(도입부)  연구 목적 및 전체적인 내용 소개
제2부

 전자상거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U 입법례 개괄

제3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의 기술ㆍ경제ㆍ사회 변화 고찰

제4부

 《전자상거래 지침4)》의 개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분야 제시

제5부

 구체적인 입법 방안 제안

▶ 주요내용
o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입법례를 개괄 (제2부)
- 전자상거래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초점을 맞추며,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소개
1) The legal framework for e-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State of play, remaining obstacles to the
free movement of digital services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2) The Digital Services Act (2020년 말 입법 예정)
3) The 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IMCO). 내부 시장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 보장을 위한 회원국 간 법률 조정, 단일시장 조성을 위한
장애물 파악 및 제거,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증진 등을 담당
4) The E-commerce Directive 2000/3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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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세부 내용
 The E-commerce Directive 2000/31/EC
 (도입 배경) 온라인 거래 등의 촉발로 직면한 기존 국경 간의 법적
장벽 해소 및 국경 간 시장의 통합 필요성 증대

《전자상거래
지침》

 (주요 내용)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역내 시장 통합 및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
- 온라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고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광범위한
면책 부여
- 사전 허가와 같은 장벽을 철폐하고 모든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시장 접근성을 보장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GDPR)
 (도입 배경) 개인의 온라인 활동의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사례의 증가와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의 증가로 인하여 국경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간 데이터 흐름이 가속화
- 자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법체제가 요구됨
 (주요 내용) 역내 시장에서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의 흐름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주체로서 자연인의 권리를 보호
 The Geo Blocking Regulation (EU) 2018/302
 (도입 배경) 특정 회원국의 판매자가 지역 차단 기술을 이용하여
타 회원국 고객들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그들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차단금지
규정》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리디렉션함으로써 그들의 웹사이트 및 상품
ㆍ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
 (주요 내용) 부당한 지역차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경 간 장벽을
철폐하고 온라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함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EU) 2018/1808
 (도입 배경)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개정 필요성 증대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

- 휴대기기용 시청각 미디어의 증가 및 비디오 공유 플랫폼의
등장, 미성년자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이용 증가 등
 (주요 내용) 비디오 공유 플랫폼을 주로 규율 대상으로 삼고, 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를 선정적, 폭력적, 불법적 콘텐츠로부터 보호
하는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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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The Copyright Directive (EU) 2019/790
 (도입 배경)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화에 따라 저작물의 수익이
저작권자가 아닌 인터넷 플랫폼에 귀속되는 현상 가속화

《저작권 지침》

 (주요 내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여금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을 부과
-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료 지급 계약 체결 의무
부과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접근 차단 책임
 The Digital Content Directive (EU) 2019/770
 (도입 배경)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접근성 결여 및 계약상 권리와 관련한

《디지털콘텐츠
계약 지침》

법적 불확실성 팽배
 (주요 내용) 기존의 소비자 계약 관련법과의 조화를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를 보호
- 특히 디지털 콘텐츠 계약의 적합성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계약 목적에 합당한 급부 제공 책임을 부과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Online Platforms Regulation (EU)
2019/1150

《온라인플랫폼
공정성ㆍ투명성
규정》

 (도입 배경)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예약 페이지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등장 및 높은 영향력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응할 필요성 대두
 (주요 내용) 상대적으로 중소 입점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
하고 있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해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
▲피해구제수단 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
 (도입 배경) 《전자상거래 지침》 도입 후 20년 간 발생한 기술
및 사회적 발전, 새로이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 등을 모두 규율할

《디지털서비스법
(입법 예정)》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지침》의 대부분의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현재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
- 특히,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및 엄격한 디지털
콘텐츠 정책 반영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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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등을 분석 (제3부)
구분

주요 내용
 다자간 상호 연결을 돕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자-공급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플랫폼 경제 개념이 보편화
- ▲아마존, 알리바바(상호 거래형 플랫폼) ▲에어비앤비(서비스
플랫폼) ▲유튜브, 넷플릭스(콘텐츠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

플랫폼 경제
등장

그램(소셜 플랫폼) 등
-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판매자 간, 플랫폼-소비자 간, 판매자-소비자 간
등 세 가지의 별도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삼각구조를 형성
- 실제로 판매자 및 소비자는 플랫폼사가 미리 정한 약관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위에 처해 있으므로, 플랫폼사가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
 인공지능은 전자상거래를 뛰어넘어 사실상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
(보건(진단ㆍ치료), 농업, 환경, 사법, 사이버보안, 도로교통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인공지능 및
자동 보호 방식의
보편화

 온라인 플랫폼 등은 소비자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비자 보호 가능
- 예컨대, 지연 및 취소된 열차에 대한 티켓 환불 프로세스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된 면책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면 인공
지능은 소비자를 위한 자동 환불절차를 개시하며, 환불금액 또한
알고리즘에 의해 명시
 기술의 발전은 정보사회서비스의 양적 향상 및 질적 향상을 촉발
- 정보사회서비스의 종류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상거래 지침》
제정 당시 예정하지 않았던 사용자 제작형 콘텐츠 플랫폼 또는
공유 경제 플랫폼 등이 출현
 정보사회서비스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공과 동시에 악용의 위험 상존

정보사회서비스의
사회적 변혁
촉발

- 수집 데이터의 가공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효율적 선택을 지원하는 반면에 정보 과잉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할 가능성 야기
 디지털 세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기계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예: 챗봇의 고객 응대 및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등)이 가속화되며,
이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 발생
- ▲비대면 의사소통에 따른 인간적 정서 결여 ▲알고리즘이 인간의
감정 척도에 관여하는 非인간 중심적 인간관계 야기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 혐오 표현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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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인터넷과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접속 권리는 현대인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인권으로서 자리매김

인터넷 접속
권리의 인권화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현대사회가 정보사회서비스에 접속하지
않고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
- 단순히 전자상거래 측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 근로 등 기타 영역의 요구사항도 충족
- 정보사회서비스 규제의 취지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
 전자상거래 분야는 환경문제 및 기후보호와도 연관성을 가짐
- 산업 분야의 특성상 포장, 배송, 운송 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환경문제 대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폐기물 및 배출물이 발생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프로세스의 현재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o 《전자상거래 지침》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 제시 (제4부)
분야

주요 내용
 (사적 영역의 상업화) 정보사회서비스 이용은 보통 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이 수반되며, 이에 정보사회서비스가 프로파일링과 사생활
침해를 통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통지-삭제 의무) 플랫폼의 통지-삭제 의무에 대한 구체적 대상

정보사회서비스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플랫폼社와 이용자 각각으로부터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광범위한 면책) 온라인 플랫폼은 새롭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보호 차원에서 광범위한 면책을 받아 왔으나, 그간 도달한 경제적
ㆍ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음
 인공지능은 디지털 단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면서도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어 EU 차원의 입법이 시급

인공지능

- 알고리즘 사용으로 인하여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여러 편익을 제공받으나,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투명성 부족과 편향된
데이터에 기초한 차별 잠재성이 공존
 전자상거래 시장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재편되면서, 그에
따라 플랫폼은 자신들이 만든 시장을 자신들이 제정한 규칙을 통하여

시장 통제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상황에 이름
 반면, EU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글로벌 기업의 시장 통제 능력을 아직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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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제재 집행

주요 내용
 일부 플랫폼의 시장 규모는 매우 거대하고 여러 회원국에 걸쳐
있어, EU 역내에서 제재 집행에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 대두
 지속가능성 등 환경문제는 《디지털서비스법》의 1차적 고려요소는

지속가능성

아니나,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의 증가와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입법 시 해당 문제를 다루어야 함

o 입법 시 기초로 삼아야 할 고려사항과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안 (제5부)
구분

주요 내용
 향후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시 현존하는 법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그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미래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중요
 정보사회서비스는 유럽 시민의 사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디지털서비스법》
입법 시

높으므로, 입법 시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상업적 관점 대신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음

사전 고려 요소  《디지털서비스법》은 글로벌 기업이 자신들이 구현한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법 제정 능력을 획득한 결과를 공개적이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함
 온라인 콘텐츠 조절(moderation)에 관한 EU 표준은 온라인 공간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함
 적절하고 투명한 통지-삭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적 콘텐츠가 플랫폼으로부터 제거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여야 함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플랫폼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율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함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는 기술에 의해 야기된 비인간화(dehumanisation)
입법 방안 제안

현상에 대응하여 인간중심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인공지능이
차별에 근거해 만들어지지 않고 조작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함
 제재조치는 EU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EU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여야 함
 지속가능성 등 환경문제는 가장 시급한 주제는 아니나 전체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디지털서비스법》
입법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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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이번 연구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활동 중
하나로서, 향후 《디지털서비스법》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보고서는 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지침》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핵심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 이번 연구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지침》 개선과 관련한 동일 연구 프로젝트의 타 연구
보고서5)와 함께 《디지털서비스법》 입법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20/652707/IPOL_STU(2020)652707_EN.pdf

5) ▲전자상거래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The e-commerce Directive as the cornerstone of the Internal
Market, [2020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2호 참고) ▲AI의 혁신적 발전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Artificial Intelligence (AI): new developments and innovations applied to e-commerce, [2020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3호 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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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의 혁신적 발전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0. 6. 2.)

유럽의회는 AI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및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1)’를
발표하고 AI와 관련한 향후 과제 등을 제안 (2020. 6. 2.)

▶ 개요
o 유럽의회 내 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IMCO)2)는 AI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및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현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AI를 개괄하고 현 발전단계의 AI가 직면한 위험 및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
- 이를 토대로 새로운 AI 모델이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제안
o 도입부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제1부

 도입 및 현재 AI 발전단계에서의 문제점 파악

제2부

 AI의 위험과 당면과제 분석 및 AI 개발의 추진방향 설정

제3부
제4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분석
 기존 AI의 한계 극복 필요성 및 새로운 AI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안

▶ 주요내용
➀ AI를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과 연관시켜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현재 AI 발전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봄 (제1부)
o (문제점) AI는 추론, 인간-기계 간 상호작용과 같은 윤리적ㆍ인간중심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여전히 뒤쳐져 있음
o AI 시스템의 품질은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AI의 논리구조와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불투명적ㆍ편향적 AI 시스템이 구현될 위험성이 상존
1) Artificial Intelligence (AI): new developments and innovations applied to e-commerce: Challenges to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 The 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IMCO). 내부 시장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 보장을 위한 회원국 간 법률 조정, 단일 시장 조성을 위한
장애물 파악 및 제거,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증진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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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AI의 위험 및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AI 개발 시 추진 방향을 설정 (제2부)
o (AI 모델의

불투명성 현상) AI 모델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포된 대규모의 개인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한 후, 특정 사용자를 관찰하여 계층, 판단, 투표 및 의사결정 등을 예측
하면서도 그 예측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불투명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습 데이터 저변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이 원인
o (설명가능한 AI의 사회적 요구) 머신러닝 등을 통해 습득한 데이터를 설명가능한 AI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당면과제
o (AI 개발의 추진 방향) AI 모델의 불투명성이 증가함에 따라 AI 개발자가 AI 모델의
신뢰성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의 회복이 급선무이며 AI기술 개발 시 ▲공정성(불공정
하고 차별적인 결정 회피) ▲정확성(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기밀성(연관된 사람
들의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AI 모델과 의사결정을 모든 이해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
➂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고찰 (제3부)
구분

주요 내용
 AI가 출현하면서 개개인의 의사결정 시 알고리즘에 근거한 AI의

군중의 지혜
(wisdom of
crowds)
소멸

도움을 받으므로 전체 집단 또한 현명한 선택과 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못함
- 개개인을 둘러싼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상호작용의
통합 효과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에 AI가 직ㆍ간접적으로 개입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개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 그들이 선택
하는 미디어에 의해 상호 영향을 받으므로 군중의 지혜는 종종 소멸됨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정보는 이용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아닌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필 매칭에 의한
최적화된 정보이거나 높은 인기를 가진 정보가 되는 경향이 나타남

경제ㆍ사회적
쏠림현상 심화

- 이에 따라 인기 있는 집단이나 콘텐츠, 제품들이 점점 더 인기를
얻는 극심한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참신한 소셜 AI 메커니즘을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신규 AI 메커니즘은 기존의 불평등 완화와 훼손된 다양성을 회복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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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소셜 미디어의 도입 및 플랫폼에서의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노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의견 확산과
관련한 부작용

현상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된 뉴스 및 의견에
체계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나타남
- 개개인의 아이디어나 의견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다양성을 잃
게 되고, 그 결과 아이디어의 단편화, 양극화, 급진화 현상이 나
타나게 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작용
 AI는 교통 시스템과 관련하여 알고리즘에 기반한 최적의 이동경로를
추천하고 교통 체증을 피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

교통체계에서의  이는 개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이나 집단적 관점에서
부작용

여러 부작용이 발생
- 대체 노선에 추가적인 정체, 추천 경로로 차량이동 현상으로 특정
도로에 사고 위험을 인위적으로 증가

➃ 기존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제안 (제4부)
구분

주요 내용
 AI는 미래 산업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 형성을
위해, 성숙한 AI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방편의 하나로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
 새로운 AI 플랫폼은 특히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와 내부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전망
- 다양성을 육성함으로써 독과점 현상을 완화

기존 AI의
한계 극복
필요성

- 보다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광고 및 수익 중심의 현재 AI 추천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적이며 고품질의 콘텐츠 접근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변화
-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결합하여 플랫폼의
중개에 의존한 거래 대신 소비자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탈중앙형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효과를 완화함으로써 내부
시장에 변화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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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가능한 AI
개발




사회적 AI의
개발

주요 내용
설명가능한 AI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
- 기존 AI 모델의 경우 불투명성에 따라 종종 소수자 및 특정 지역
사회를 차별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학습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편견에 의해
발생하며 그러한 편향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높음
AI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향상될 경우 차별 및 편견의 원인을
쉽게 식별 가능하며 편향적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음
AI의 현재 추천 메커니즘은 광고 및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여 작동
하므로 ▲개인의 잠재적 차별 및 조작 가능성 ▲양극화 현상 및
다양성 훼손 초래 등의 부작용을 낳음
유럽은 다양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므로 이러한 유럽의 가치를
수용하는 다음과 같은 AI 기반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다원주의를 촉진하고 복잡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연결
하는 온라인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
- 유럽시장 내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동등하게 여기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 AI의 혁신적 발전을 활용하여 다국어 번역을 통한 유럽연합 내부
시장의 장벽을 허물고 유럽의 미디어, 문화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 시사점
o 이번 연구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지침》3)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활동 중
하나로서, 향후 《디지털서비스법》4)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AI는 현재 디지털 시장의 활성화를 촉발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보고서는 《디지털
서비스법》 입법 시 간과할 수 없는 AI와 관련한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둠
- 이번 연구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지침》 개선과 관련한 동일 연구 프로젝트의 타 연구
보고서5)와 함께 《디지털서비스법》 입법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20/648791/IPOL_IDA(2020)648791_EN.pdf
3) The E-commerce Directive 2000/31/EC
4) The Digital Services Act (2020년 말 입법 예정)
5) ▲전자상거래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The e-commerce Directive as the cornerstone of the Internal
Market, [2020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2호 참고)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한 EU 입법례 연구 보고서
(The legal framework for e-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State of play, remaining obstacles to the
free movement of digital services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2020년 6월] 인터넷 법제
동향 제153호 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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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각의,
사이버위험 방지에 관한 시행령 발효

(2020. 7. 1.)

스위스 연방각의1)는 스위스 연방 정부의 여러 사이버보안 담당기관의 구조와 업무를
규율하는 시행령을 발효 (2020. 7. 1.)

▶ 개요
o 스위스 연방각의가 2020년 5월 27일 채택한 사이버위험으로부터 연방정부의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정부 사이버위험 방지에 관한 시행령 2)》이
7월 1일자로 발효됨
- 동 시행령은 스위스 사이버보안 담당기관인 사이버 핵심그룹, 국가전략관리위원회,
국가사이버보안센터 등의 구조, 업무, 권한을 규정하고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의
보안사항 준수 등을 규율
o 또한 연방각의는 추가적인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이버 위험
으로부터 스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전략 2018-2022’3)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책임영역) 시행령은 연방정부의 책임 영역을 ▲사이버보안 ▲사이버방위 ▲사이버
범죄 추적 등 세 분야로 규정 (제6조)
o (사이버보안 담당기관 구성ㆍ업무 등) 시행령은 스위스 연방의 여러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의 구성과 업무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율

1) Federal Council (Switzerland):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스위스 연방의 연방 정부로서 집합적 국가원수의
기능을 수행. 7명의 위원 중 1명이 1년 임기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국가 수반이 아닌 대외적 역할로서
대통령직을 수행. 스위스 의회가 7인의 위원 중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 스위스 평의회라고도 부름
2)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Cyberrisiken in der Bundesverwaltung (Cyberrisikenverordnung, CyRV)
3) Nationale Strategie zum Schutz der Schweiz vor Cyber-Risiken (NCS) 2018-2022. 스위스 연방각의가
2018년 4월 18일 채택한 사이버보안 관련 두 번째 국가전략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첫 번째 국가사이버전략을 기반으로 이후 현저하게 변화ㆍ심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사이버사고에 대한 방어력 및 복원력을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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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내용
 (구성) 사이버 핵심그룹(der Kerngruppe Cyber(KG-Cy))은 ▲재무부
장관(사이버보안 대표 역할 ) ▲국방ㆍ행정안전 ㆍ스포츠부 장관

사이버 핵심그룹
(제8조)

▲ 법무부 장관 ▲ 각 칸톤(canton)4)협의회에서 지정된 칸톤 대표
또는 대리인으로 구성 (제1항)
 (업무범위) ▲사이버보안, 사이버방위, 사이버범죄 추적 분야의 현재 및
잠재적 사이버위험 평가 ▲사이버위험에 대한 기존 연방정부의 메커
니즘 진단 ▲사이버 사고 발생 시 부처 간 사고 관리 지원 등 (제4항)
 (구성) 국가전략관리위원회는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되며, ▲사이버
보안 대표 ▲국가사이버전략을 책임지는 행정부 대표 ▲칸톤협의회

국가전략
관리위원회
(제9조)

에서 결정된 칸톤 대표 ▲경제분야 및 대학 대표 ▲국가사이버전
략 이행 책임자 등으로 구성 (제1항 및 제2항)
 (업무범위) ▲국가사이버전략 이행 점검 ▲국가사이버전략 불이행
시 특별조치 제안 ▲ 사이버 핵심그룹과 협의를 통한 위협상황
모니터링 및 전략 조정 제안 ▲연례보고서 작성 ▲연방, 칸톤, 경제 분야
및 대학 등 모든 관련기관의 국가사이버전략 이행 보장 등(제4항)
 (구성) 기존의 스위스 연방 정보분석센터(Melde- und Analysestelle
Informationssicherung, MELANI) 조직을 국가사이버보안센터로 재편
 (업무범위)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센터로서, 사이버위험 방지를 담당
하는 여러 관리 부서의 업무를 조정 (제1항)
- ▲연방정부, 경제분야, 칸톤 및 대중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취합ㆍ

국가사이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보안센터

접점 운영 ▲컴퓨터 비상 대응팀(GovCERT) 운영 ▲연방정부를

(제12조)

위한 전문 보안부서 운영 ▲사이버보안 관련 표준 및 규정의 개발,
이행 및 검토를 위한 전문가 풀 지원 ▲사이버보안 예방 및 대응
지침 제공 등
 (데이터취급) 사이버보안 사고 처리 시 보안 관련 부서에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동의하고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 (제2항)

4) 스위스 연방을 이루고 있는 26개의 행정 단위로서 독자적인 헌법을 가진 ‘주(州)’의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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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 규율) 연방 행정부서가 위임한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하여
일부 보안사항 준수를 추가로 규율 (제14조)
- 행정부서가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서비스를 위임할 때, 정보보안 요건이 위임계약의
일부가 되도록 하며,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정보보안 준수를 적절하게 점검
-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이버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는 확인된 보안 취약점과 보안 사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행정부서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로 협력하여 사이버사고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이버사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국가사이버보안센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함
▶ 시사점
o 스위스 연방각의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사이버보안 담당기관의 구성 등을 명확
히 하면서, 동시에 그간 강력한 중앙집중형 역량센터 설립을 요청해 온 산업계 및 정
계의 요구에 부응
o 또한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추가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통하여, ‘사이버보안 국가전략
2018-2022’의 성공적인 이행과 스위스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 스위스 연방각의는 2018년 동 국가전략 채택 당시 사이버보안 전문가 24명을 채용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향후 20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증원할 계획

※ Reference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61511.pdf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61509.pdf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1dfa2ff-c66f-461a-8838-4c1c2ab820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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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
인터넷 혐오 콘텐츠 금지법 위헌결정

(2020. 6. 18.)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불법 콘텐츠 등의 제거의무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 혐오 콘텐츠
금지법1)》의 주요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 (2020. 6. 18.)

▶ 개요
o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8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인터넷 혐오 콘텐츠 금지법》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
- 《인터넷 혐오 콘텐츠 금지법》은 2020년 5월 13일 프랑스 의회를 통과하여 202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요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모두 제거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
7월 7일자 발효
- 동 법률에 반대하는 프랑스 공화당(Les Republicains) 소속 상원의원 60명은 2020년
5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기
- 헌법재판소는 동 법의 6개 조항 전체 및 5개 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
o 《인터넷 혐오 콘텐츠 금지법》은 내용 및 의회의 법안 가결 시기와 관련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동 법률은 엄격한 제거의무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거의 대상이 되는 불법
콘텐츠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옴
- 시기적으로는 프랑스 정부가 2020년 5월 2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비상
사태를 7월 24일까지 연장한 상황에서, 의회가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해당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
▶ 쟁점 법조항
o 《인터넷 혐오 콘텐츠 금지법》 제1조 제1항ㆍ제2항2)

1)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2) http://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t0419_texte-adopte-seance

인터넷 법제동향, Vol. 153 (June 2020)

해외 입법 동향

프랑스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검색 엔진은 테러 행위 및 아동 음란물 관련 콘텐츠가 발견

제1항

되거나 신고된 경우 1시간 내에 이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도록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검색 엔진은 인종ㆍ종교ㆍ민족ㆍ장애ㆍ연령ㆍ성적 성향을

제1조

근거로 한 혐오ㆍ폭력선동ㆍ차별ㆍ집단모욕 행위와 관련된 콘텐츠가 발견

제2항

되거나 신고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제한
하도록 의무화

▶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내용3)
① 온라인 플랫폼이 테러 및 아동 음란물을 1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접근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 헌법 위반 여부 (제1조제1항)
o 헌법 제34조는 법률로 하여금 국민에게 부여된 인권 및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근거에 따라 입법자는 표현의 자유 등을 행사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질서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도
제정 가능
- 단,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정당성, 필요성, 최소성, 균형성 등을 준수하여야 함
o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하고 테러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공공질서와 제3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 남용 및 의사소통의 자유 남용에 해당
- 입법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여금 행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게시자의 일련의 권리
남용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o 그러나, 해당 법률의 1시간 제한 조항은 게시물이 진정으로 불법적인지 아닌지를 평가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며, 이는 결국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결과를 야기
하므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 초래
o 따라서, 동 조항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에 위반

3)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및 기타 조항들은 제1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로서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헌법 위반에 따라 같이 위헌으로 결정됨. 여기서는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헌법재판소 결정 위주로 살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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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혐오 등의 콘텐츠가 발견ㆍ신고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헌법 위반 여부
(제1조제2항)
o 입법자는 이 조항을 통하여 인종ㆍ종교ㆍ민족ㆍ장애 등을 근거로 한 혐오ㆍ폭력선동ㆍ
차별ㆍ집단모욕 행위 등을 제한하고 그러한 행위를 찬양하는 의견의 전파를 방지하고자 함
- 결과적으로 공공질서와 제3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표현의 자유 남용을 제한하려고 하였음
o 그러나 동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社 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 초래
-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한 경우 플랫폼에 제거 의무가 부과되는데, 운영자는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내용을 검토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위 언급한
내용들의 명백한 불법성 등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시간이 과도하게 짧음
- 온라인 플랫폼의 면책 가능성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법기술상 면책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기타의 면책 가능성도 예상할 수 없음
- 불법 콘텐츠 제거의무 및 접근제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25만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규정상 의무 위반 때마다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의무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o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신고된 내용의 명백한 불법성을 평가하면서 ▲반복적 위반에
대한 고려 없이 ▲불확실한 책임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콘텐츠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사적으로
이를 제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o 따라서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 시사점
o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일각에서 제기되던 동 법률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
-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정치 ㆍ사회 ㆍ문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
법률은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음
- 법이 위헌결정 없이 정상적으로 발효되었을 경우 법 시행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가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게시물을 평가 및 제거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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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프랑스 정부는 동 법률이 유럽연합이 올해 말 입법을 예정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4)》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왔으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기존에 구상한 바를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o 위헌결정에 따라 동 법률을 구성하는 핵심조항은 모두 효력을 잃어 의회로부터 대대적인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

※ Reference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20/2020801DC.htm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007688c-d417-4614-a2cd-7274863cf2d6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42033834&dateTexte=20200703

4) 2000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지침》의 대부분의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현재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입법 준비 중인 법안으로, 특히,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에 역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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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 발표

(2020. 5. 7.)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과 4G 및 5G을 중심으로 모바일 사물
인터넷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2020. 5. 7.)
▶ 개요
o 중국 공업정보화부1)가 2020년 5월 7일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 조치를 담은 통지2)를 발표
- 통지에 따르면 모바일 사물인터넷은 신인프라3)의 중요 요소로서, 신인프라의 보급과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네트워크 강국 건설 등을 위하여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전면적 발전이 요구됨
▶ 주요내용
o (통지 대상)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정보화 주무부처 및 통신관리국4)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함
o (목표) 협대역 사물인터넷(이하 NB-IoT)5)과 4G 및 5G 중심의 모바일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 2020년 말까지 12억 건 이상의 모바일 사물인터넷 연결건수 달성
- 글로벌 모바일 사물인터넷 기술 표준과 산업 구조의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2G 및
3G 기반 사물인터넷의 이전을 추진
- NB-IoT와 4G(LTE-Cat16) 포함) 및 5G 중심의 모바일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
4G 통신망의 보급 심화 및 5G 통신망 구축 가속화와 함께, 현급 이상 도시로 NB-IoT
커버리지를 확장해 저속 환경의 수요에 대응
- 신규 사물인터넷 단말을 NB-IoT와 LTE-Cat1 기반으로 이전하고, NB-IoT 응용 벤치
마킹 프로젝트와 연결건수 100만 건 규모의 NB-IoT 응용시나리오를 개발
1) 산업, 에너지, 정보통신, 중소기업 정책 등을 담당하는 중국 중앙 정부부처로, 2008년 3월 11일 설립
2) 关于深入推进移动物联网全面发展的通知
3) 정보통신망을 기초로 하며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업그레이드, 융합 혁신 등의 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로,
5G,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등을 포괄
4) 공업정보화부의 지휘를 받아 해당 지역의 전기통신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이동통신망의 좁은 대역을 이용한 저전력 광역 통신 표준 기술로 위치 추적, 검침, 센싱 등에 활용
6) 사물인터넷을 위해 설계된 LTE 기반 표준화 기술로, 저용량 동영상ㆍHD급 사진ㆍ음성의 저전력 전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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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점 임무)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통신망 구축 가속화 ▲표준과 기술연구 강화 ▲응용
범위와 심도 강화 ▲고품질 산업 발전체계의 수립 ▲사이버보안 보장체계의 수립
중점 임무

주요 내용
 5G 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4G 통신망 커버리지를 확대해 LTE-Cat1의

1. 통신망
구축 가속화

발전을 지원
 NB-IoT 신규 수요에 의거해 NB-IoT 배치 역량을 강화해 실내, 교통망,
현대화농업(现代农业) 시범지역 등의 응용 환경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
 모바일 사물인터넷과 수직 산업7)의 융합 표준 제정

2. 표준과
기술 연구
강화

- 스마트홈, 스마트농업(智慧农业), 산업제조, 에너지계량, 소방, 물류
추적, 금융지원 등 중점 영역에서 기술 표준의 제정 및 이행을 추진
 모바일 사물인터넷 핵심 기술의 연구
- 산업별 응용환경과 업무수요를 반영해 네트워크 슬라이싱8), 보안
칩셋9), 소형 저전력 스마트미터 등 신흥 핵심기술 연구 강화
 산업의 디지털화, 거버넌스의 지능화, 생활의 스마트화의 3대 측면에서
모바일 인터넷의 혁신 발전을 추진
- 산업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산업 제조, 물류 및 창고, 스마트농업,
스마트의료 등의 영역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 활용을 확대

3. 응용
범위와 심도
강화

- 거버넌스의 지능화 측면에서 에너지 계량, 소방시설, 공공시설관리
등의 공공서비스 역량 및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추진
- 생활의 스마트화 측면에서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아동 및 노인
돌봄, 반려동물 추적 제품 등에 모바일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추진
 모바일 사물인터넷 벤치마킹 프로젝트의 수립
- ▲모바일 사물인터넷 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혁신 응용사례의 수집
▲모바일 사물인터넷 도입을 위한 투자ㆍ융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해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진행
 NB-IoT 및 LTE-Cat1 전용 칩셋과 모듈, 장비 및 제품의 연구개발 지
원 등을 통해 모바일 사물인터넷 산업 체인을 구축

4. 고품질

 모바일 사물인터넷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품질 평가시험을

산업 발전

실시해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체계의 수립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독려
 이동통신 재판매 기업의 모바일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
인터넷, 차량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을 도모

7) 광범위한 일반인 대상의 수평산업에 대비된 개념으로 구체적인 특정 수요를 반영한 제품를 제공하는 산업
8)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서비스 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기술
9) 하드웨어 플랫폼에 보안 기능을 탑재해 한층 강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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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보안 및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5. 사이버보안
보장체계의
수립

관리체제를 수립해 사업자와 제품 및 서비스 제공사 등 각 주체의
보안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
 모바일 사물인터넷 보안표준 프레임워크의 수립, 사물인터넷 카드,
단말, 게이트웨이 등 주요 영역의 보안관리 표준 제정 등을 통해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보안 토대를 마련

o (발전 방안) 모바일 사물인터넷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 로드맵 작성 ▲발전수준
평가의 시행 ▲기반시설 계획의 강화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의 조성 ▲홍보 및 선전 강화 추진
발전방안

주요 내용

1. 발전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발전추세 등을 반영해 2G 및 3G 통신망

로드맵 작성

활용을 중단하고 NB-IoT/4G(LTE-Cat1)/5G 통신망으로의 이전을 유도
 모바일 사물인터넷 발전지수 모형을 수립하고, 데이터 통계 및 정보

2. 발전수준
평가의 시행

수집체계를 개선하며, 데이터통계 규격을 통일하고, 산업의 기본 발전
현황을 분석해 모바일 사물인터넷 발전 보고서를 작성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여 각
방면에서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동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독려

3. 기반시설
계획의 강화

 산업단지, 스마트도시 및 도로와 교량, 배관설비, 교통물류, 경관녹지 등
기반시설의 수요를 고려해 모바일 사물인터넷 관련 시설을 완비

4. 질서 있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제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업이 합법적으로

시장 환경의

관련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조성

공정하고 양호한 시장 환경을 조성
 국가 사물인터넷 산업시범기지 등을 활용해 모바일 사물인터넷 우수

5. 홍보 및

사례와 벤치마킹 프로젝트의 홍보를 확대하고 각지의 스마트도시

선전 강화

및 인터넷 플러스 등의 사업과 결합해 정보통신 산업과 수직산업의
융합 혁신을 강화하고 양호한 정책 환경을 조성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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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정부는 이번 통지를 통해 NB-IoT와 4G 및 5G 중심의 모바일 사물인터넷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NB-IoT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리에서부터 초고속, 초저지연을 지원하는
5G 기반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
-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발전목표와 정책조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이번 통지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및 기업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
※ Reference
http://www.miit.gov.cn/n1146290/n1146402/n1146440/c7901553/content.html
https://www.dataguidance.com/news/china-miit-announces-development-mobile-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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