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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 소관부처

정보검색서비스 정의조항 신설 등을 규정한
국회제출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9.6)

1

□ 소관부처

: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개정안 국회제출 (이운룡 의원 발의, 2013.9.9)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제안이유
○ 인터넷 대형 포털과 쇼핑몰 등에서 인기검색어는 대중의 직접적인 관심 지
표일 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까지 좌우하는 등 사회․문화․경제 분야에 있
어서 영향력이 매우 큼.

○ 이러한 인기검색어는 그 집계 기준이 공포되어 있지 않고

,

조작이 용이하기

정보통신망법

회원국 중 자살률

1

위라는 오명을 안

고 있을 정도로 자살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자
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자살 관련 유해정보는 동반자살을 유도하고 자살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게
하는 등 자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됨.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국가는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사후대응 차원의
자살방지체계를 세우고는 있으나, 자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직접

때문에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색어 순위 조

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성행하여 의도를 가지고 검색결과를 악의
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주요내용
○ 이에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권을 보장하는 일환으로 정보검색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생활침
해 또는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제외한 정보검색결과의 변경이나 삭제 등
의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검색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
3

□ 주요내용
○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금지
-

이에 현행법상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자살을 실행 또는

·

유도하는 사진 동영상 등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의
사회적 전염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호, 제50조의9, 제74조제1항제8호 및 제76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 출처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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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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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3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안 국회제출(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 소관부처

II

입법 동향

1.
:

해외 입법 동향

2013.9.26)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
용요금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사업자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적기에 공급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유럽연합,

EU

1
(2013.9.12) (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규칙안

발표

공개 무선랜 및 통신망 중립성 관련 조항 중심으로)

□ 개관
○

EU

집행위원회는

2013.9.12.

EU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규칙안

을

1)

발표하였다. 이 법률안은 회원국의 통신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새

○ 이에 이용요금 중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
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로운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이번 규칙안의 주요내용 중 인터넷과 관련한 규정은 통신망 중립성 및 차단
조치, 그리고 공개 무선랜의 접근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 주요내용
○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

스는 침해될 수 없다‘고 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보장된 특성화서비스는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통신망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

제공하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한 요

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3)

금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 출처

:

국회

○

(http://www.assembly.go.kr)

규칙안 제23조는 통신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

.

지침’이 아닌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회원국은 국내 법률에 반영할

‘

필요는 없다. 규칙이 발효될 경우

1)

Proposal
down
a

for

Connect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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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ULATION

measures

to

complete

Continent,

(EC)

OF

the

and

No 1211/2009

THE

EUROPEAN

European

amending
and (EU)

EU

single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PARLIAMENT

market

Directives

for

AND

electronic

2002/20/EC,

2002/21/EC

No 531/2012(COM(2013) 627

final,

2)

자세한 내용은 항을 달리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3)

https://www.laquadrature.net/files/2013_New_Draft_Telecom_Regul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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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laying
achieve

2002/22/EC
(C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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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체계 및 구성
-

EU

Chapter Ⅴ
통신 사업자 번경의 촉진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규칙 안은 전체

개장과

6

40

제재권한 규정 및 집행위원회의 위임 권한 규정 등((제31조 내지 제40조)

○ 일반규정 제 장 제 조
(

○ 목적 및 적용범위
-

Chapter Ⅵ
조직 규정 등
(Organizational and final provisions)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사업자 변경 관련 절차 규정(제30조)

-

단일 통신 시장 구축) 이 초안의 목적은

(

내에서 단일 통신 시장(single

EU

1

1

,

제2조)

제1장은 개념정의를 포함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제기관이 취해야
할 규제의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m

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 통신 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국경의 제

arket)

한 없이 또는 부당한 추가비용 없이

EU

접근할 수 있고,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EU

제1조 ① 이 규칙은 EU의 단일 통신 시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규제의 원칙과 세부적인
내용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에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에
EU

내 어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4)

② 이 규칙은 전체 EU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단일 통신 시장의 잠재적 성장을 촉진시키
는데 있다.

○ 단일
-

※ 참고 – 규정(regulation)의 구성

EU Passport

허가제 (제2장, 제3조 내지 제7조)

제2장은 여권형 통신사업권(EU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과

passport)5)

관련하여 규칙안은 유럽 전역에서 통신 제공의 자유(제3조), 유럽 통신사업
구분

조문 내용

Chapter Ⅰ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Chapter Ⅱ
EU 단일 관할권
Chapter Ⅲ
유럽의 inputs

자의 통지절차(제4조), 유럽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조건의 조화를 이루기

목적 및 범위 등 (제1조 및 제2조)

위한 이행 및 집행(제5조), 유럽 통신사업자의 통신제공의 권리의 유보 및
취소(제6조), 집행조치의 조정(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일 EU Passport 허가제 (제3조 내지 제7조)

Sec. 1

무선 광대역 통신 주파수 이용 조정 (제8조 내지 제16조)

Sec. 2

유럽의 가상 접근 제품 규정(제17조 내지 제20조)

Chapter Ⅳ
최종 이용자의 권리 조화

-

(

목적) 이러한

EU

통신사업자들이

Passport

EU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고 유럽

전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더욱 일관되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최종 이용자의 이용제한 및 차별 폐지 등(제21조 내지 제29조)
-

(

주요내용)

EU

의 모든 통신사업자는 전체

EU

내에서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

스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며, 각 회원국에서 그러한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제
4)

이러한 목적은 여러 가지 특별한 수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긴급하고 결정적인 조치들은 다음의 것들
이다. 첫째, 현재의 허가 체계와 서비스 제공에 적용할 규칙에 존재하고 있는 불필요한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본질적인 input에 접근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화는
전 EU
를 관통하는 주파수에 접근하도록 모바일 사업자에게 예상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조건과 조정된 타임프레
임을 보장하고,
사업자가 단일 시장을 보다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럽의 고정된 다수의 input을 조화
시키고,
현재의 유럽 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는 규제적 의무를 지속적 부과함으로써 달성된다. 세 번째,
점진적으로 모바일 로밍을 폐지하고 오픈 인터넷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EU 내에서 고차원
의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단일

①

③

Passport

에 따

라서 운영해야 한다(제3조 제1항).

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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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여권형 사업권이란 통신사업자가 EU 내의 한 회원국에서 사업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U Passport란 EU내에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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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의무) 통신사업자가 전체

(

EU

통신사업자의 회원국 규제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제4조 제1항).

※ 주파수 input 관련 조화의 방법

회원국의 관할 규제기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들을 적용하여 규정된 조

① 무선 광대역 통신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 주파수를 이용할 권리를 위한 공통의 원칙
을 정하는 것.

건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5조 제1항).

·

(

단일

EU

허가제) 이 규칙은 단일

EU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EU

통신사업자는 어느 하나의 회원

국으로부터 일단 한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일

EU

허가제도의 취소나 정

지는 국내의 관할기관의 통제에 위임되어 있다(제6조). 단일

허가를 받

EU

은 사업자는 회원국 내외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유럽의
-

다음과 같다.

내에서 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② 주파수의 효율성, 주파수 할당의 시기, 주파수를 이용할 권리의 지속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행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하는 것.
③ 주파수의 할당과 이용에 관한 국내의 조치 원안을 심사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는 협의체제의 구성.
④ 경쟁을 촉진하고 네트워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저출력 무선 광대역 접근(Wi-Fi, 소
규모 셀)의 배치와 제공에 관한 조건의 단순화.

○ 유럽의

체계 및 구성) 제3장 제2절은 유럽의 가상 접근 제품(virtual

- (

에

access products)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럽의 가상 광대역 접근 제품

주파수 이용의 조정)(제3장 제1절 제8조 내지 제16조)

Input(

(European

체계 및 구성) 제3장 제1절은 단일 시장 내에서 무선 광대역 통신에 사용되는

broadband

access

product)(

제17조), 유럽의 가상 광대역 접근 제

(

품의 규제조건(제18조), 서비스의 질이 보장된(Assured

주파수 이용의 조정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파수
이용의 적용 범위 및 일반 규정(제8조), 무선 광대역 통신을 위한 주파수
이용(제9조), 주파수 이용에 고려될 중요 기준(제10조), 주파수 이용의 조건에
관한 부가 규정(제11조), 무선 광대역 통신에 관한 허가 조건의 조화(제12조),

○ 최종 이용자의 권리 제 장
(

-

(

내에

제21조 내지 제29조)

종료(제28조)등이다.
-

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한 좋지 못한 상황은
디바이스 생산자가 훨씬 큰 규모와 성장의 전망을 가지고 다른 시장을 위해
서 자신들의 제품을 디자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화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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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 관리(제23조),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제25조), 계약(제26조), 계약의
EU

여야 한다.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경을 넘어서 투자를 하고, 경우에 따라

input

4

구성 및 체계) 제4장은 최종 이용자의 권리의 조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서 주파수의 효율성에 관하여 필요한 예측가능성이 벗어나는 상황을 고려하

종식시키기 위해서 주파수의

ASQ)

결(제22조), 서비스의 질, 오픈 인터넷 접근의 제공과 이용의 자유, 합리적인

배치와 운영(제15조), 회원국 사이의 주파수 조정(제16조)등이다.
주파수 효율성에 관한 예측가능성 확보) 유럽의 모바일 사업자는

quality,

구체적 내용으로는 제한과 차별의 폐지(제21조), 국경을 넘어서는 분쟁의 해

무선 로컬 접근 지역 네트워크에의 접속(제14조), 소규모 무선 접근 포인트의

(

service

연결 제품(제19조), 유럽의 접근 제품에 관한 조치(제20조) 등이다.

인터넷 시장에서 무선 광대역 주파수 이용의 조건 및 허가 절차의 조정(제13조),

-

유럽의 가상 접근 제품)(제3장 제2절 제17조 내지 제20조)

Input(

(

유럽 내 규정간의 조화) 유럽에서는 최종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들이

서로 일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원국 간에 보호의 수준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다양한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편한 점은 사
업자에게 비용을 들게 하고, 최종 이용자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경을 넘는 서비스의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최종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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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종이용자의 권리를 정하는 규칙들이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되어있지 않는 경우 국내 서비스와 국제서비스 사이의 차별 철폐
- 계약 전 및 계약 시 법률에 정한 정보.
- 고지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과 편의시설의 확충.
- 계약 체결 6개월 후 보조 장비 또는 판촉으로 받은 잔존가액을 포함한 비용 없이 계약을
종료할 권리
- 최종 사용자가 접근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 응용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제한없는 접속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네트워크의 중립성). 동시에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사업자에 의한 트래픽 관리 조치가 규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양질의 서
비스가 특성화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분류되어 있다.

○ 통신사업자 변경의 간편화 제 장 제
(

(

5

조)

30

구성 및 체계) 제5장은 최종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이와 관련

한 절차 등을 간소하게 하는 번호의 변경(Switching) 및 번호의 이동성(제30조)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

변경 절차 간소화) 개선된 변경절차에 따르면 시장의 진입을 장려하고 통신

사업자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며 최종이용자가 더욱 쉽게 자신들의 특별한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변경절차에
규정된 사항은 비용의 근거, 이전하는 제공자와의 계약의 자동 종료 등이 있
다.

○ 조직 및 종결 규정 제 장 제
(

-

규칙안 제23조는 ‘서비스의 질, 오픈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이용할 자유,
합리적인 트래픽관리(Quality
open

※ 규정 간 조화의 방법

-

-

6

31

조 내지 제40조)

이 장은 국내 권한 기관의 제재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25조)과 집행위
원회의 권한위임(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규정 안 제
○ 개관
(

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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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ccess

and

of

service,

reasonable

freedom

traffic

to

provide

management)’

and

avail

of

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은 5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최종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하여 자유로이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
고 유포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데이터의 볼륨과 속도에 관해서는 인터넷접속제공자와 자유
로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볼륨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인터넷의 콘텐츠, 애
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어야 한다.
② 최종이용자는 공중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와 질이 강화된
서비스(양질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특성화 서비스의7) 제공에 관해서도 자유로이 합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와 공중통신사업자는 최종 이
용자에게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나 전용 능력을 갖춘 특성화
서비스로서 해당 데이터의 볼륨이나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서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어야 하며 특성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일반적인 질을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자유의 행사는 제25조 제1항(공중통신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협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고, 동일하고, 충분한 최신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제26조
제2항(공중통신사업자가 최종이용자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 제27조
제1항과 제2항(공중통신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통신 소비와 관련한 제공해야 할 정보)
에 따라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인터넷접속을 위하여 계약상 합의된 데이터 볼륨 또는 속도의 제한 내에서는 인터넷접
속제공자는 특별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이들의 특별한 등급분류에 대해
서 차단, 속도저하, 품질 저하, 차별을 통해서 제1항에 규정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
리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는 다음 각 목을 위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비례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법률규정이나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방지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b) 네트워크의 무결성과 안전성, 이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최종 이용자의
터미널을 보존하기 위해서.
c) 청하지 않은 통신의 전송을 제한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한 최종 이용자에게 그러한 통
신의 전송 금지를 위하여.
d) 동등한 유형의 트래픽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일시적 또는 예외적인 네트워크
혼잡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는 이 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처리가 필
요하고 비례적인 경우에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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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무선랜 접근에 관한 규칙
○ 제정이유

제14조)

제공자들은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Regulation)(

-

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RLAN

들어 자신들의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전자
정부 서비스에 보다 잘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교통

무선 광대역 통신을 위한 대안 개발 필요) 무선 광대역 통신을 위한 무선

관리와 같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

주파수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주파수에 효율적인 무선 광대

위해서

역 통신 접속을 위한 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에는 소위 핫스

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는 원래 서비스의 부수적인 서비스로서

팟(hotspot)이라고 불리는 무선랜(radio

그러한 접속 포인트의 접속을 제공할 수도 있다(이유

local

area

이하

network,

RLAN

또는

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은 시

RLAN

번).

28

라고도 함)과 같은 소규모 운영 범위 내에서 저전력 무선 접속 시스템

Wi-Fi

의 이용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저전력 소규모 셀률러 접속 포인트의 네트
워크

8)

이라고 함)’도 포함된다.(이유

(femtocell, picocell9), metrocells

번).

25

모바일 트랙픽 부담 분담) 무선랜(RLAN)은 모바일 운영자에게 모바일 트래

- (

픽 부담을 분담한다. 이 경우 통일된 무선 주파수 소스를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나 무선 주파수의 사용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이유
26

- (

번).

효율적 무선 광대역망) 최종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접속 범위 내에서

9)

접속 포인트는 매우 적고 간단하고 편리한 장비다. 가정용의
와 유사하다. 이의 설치와 이용을 위해서는

EU

Wi-Fi

라우터

차원에서 기술적 표지가 확

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설치와 이용은 일반적인 허가에 의해야 하고
이의 설치는 개별적인 건축허가나 그 밖의 다른 허가에 의해서 제한되어서
는 안 된다. 일반적인 허가로부터 받을 이익과 그러한 사용을 위해 기술적

○ 공개 무선랜 접근 관련 규정 제
(

14

29

번).

조)

※ 제14조 (공개 무선랜 접근)

므로 최종 이용자가 자신의

① 국내의 관할 관청은 공중 전자 통신 제공자의 통신망에 무선랜을 통한 접근의 제공과

RLAN

접속포인트를 다른 최종 이용자와 공유

(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의

RLAN

이용 증가)

번)

27

의 설치나

RLAN

상호연결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도 완화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

8)

저전력 소규모 무선 접속 포인트 네트워크의 편리성) 저전력 소규모 무선

근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보완적인 무선 광대역망을 만들어 낼 수 있으

접속하거나 그러한 접속의 연결 제한은 금지되어야 한다.(이유

7)

(

표지를 확정하기 위한 조치의 비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이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무선랜을 공유하여 접속하면 다른 최종 사용자가 접

-

-

특성화서비스(specialized service) : 특별한 콘텐츠, 응용 혹은 서비스나 이들의 결합 상품에 에 접근할 권
한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당사자들이나 최종이용자에게 또는 이들로부터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수신할 권
한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또는 정보사회서비스를 말함. 이것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대체물로서 판매되
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networks of

low-power small size cellular access

point

펨토셀(femtocell)은 반경 10미터 이내에 10여명의 이용자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통신량(트래픽)을 처리해
주는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의 하나. 소규모 지하상가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이용된다. 그리고 피코셀
(picocell)은 반경 200미터 이내에 200여명의 이용자의 통신량을 처리해 주는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대형빌
딩이나 번화가 그리고 쇼핑센터 등에 이용된다. 또한 메트로셀(metrocell)은 지하에서 주로 이용되는 이동
통신기지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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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공을 위해 협의가 된 무선 주파수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것은 오로지
일반적인 허가10)에 의해야 한다.
② 일반적인 허가 조건이 준수되고 사전에 통지를 받은 최종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한, 국
내 관할 관청은 최종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지역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일반공중이 공
중 전자 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을 공중 전자 통신 제공자가 금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중 전자적 통신망의 운영자는 일방적으로 다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a) 제3자가 제공하는 무선랜을 최종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권리
b) 특히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최종 이용자의 무선랜에 공개로 접근하게 하는 제3의 이
니셔티브를11) 이유로 무선랜을 통하여 다른 최종 이용자들에게 그러한 제공자의 통신
망에 상호 접근이나 일반적인 접근을 보장하게 할 최종이용자의 권리.
④ 국내 관할 관청은 특히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최종 이용자의 무선랜에 공개로 접근하
게 하는 제3의 이니셔티브를 이유로 다른 최종 이용자에게 자신의 무선랜에 상호 접근
또는 일반적 접근을 보장할 최종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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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것은 핫스팟 제공자의 법적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국내 관할 관청은 무선랜에 공중 접근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a) 그 접근이 이 관청의 공간에서 또는 인근에서 제공되는 공중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은 전문적인 전기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매우 복잡한 데이터의 안전성에

에는 이 관청에 의해서 제공되는 무선랜.
b) 비공공기관의 이니셔티브 또는 관청이 제공하는 무선랜. 이것으로 다양한 최종 이용자
의 무선랜이 결합되거나 상호 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
우에 따라서는 a)에 의한 공중접근이 제공되는 무선랜을 포함한다.

관한 일부 규정이나 저장의무 그리고 기술적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

○ 소규모 무선 접근 포인트의 설치 및 운영 제
(

⑥ 기업, 관청 또는 그 밖의 최종 이용자가 무선랜에 공중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비상업적

※ 제15조 무선 접근 포인트의 설치 운영

인 방법이거나 오로지 다른 영업 활동의 부차적인 부분이거나 그러한 통신망에서 신호
전달과는 독립한 공중 서비스인 경우에는 그러한 제공만으로 공중 전자적 통신 제공자

- (

조)

15

① 국내 관한 관청은 일반적인 허가 제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소규모 지역 무선랜 접

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 포인트의 설치, 연결 및 운영을 허가하여야 하고 그러한 이용이 제2항에 의해서 공
포된 이행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통하여 부적합한 방식으로

공개 무선랜 접근 관련 기본 규정) 규칙안 제14조는 공개 무선랜 접근에 관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이의 설치, 접속 및 운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무선랜 접근 포인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무선주파수를 위한 허가체계는 이 항

한 기본 규정으로서 공개 무선랜 핫스팟을 제공할 권리와 이 권리를 제3자

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소규모 무선 접근 포인트의 설치, 접속 및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허가 제도를

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영업적 제공자, 개

통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이행법규의 방식으로 소규모 무선 접근 포

인 그리고 제3의 이니셔티브에게 적용된다. 그러한 이니셔티브는 다른 사람

인트의 설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 표지를 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다른 무선

에게 인터넷접속을 가능하게 하여 무선 광대역망을 보완하는 효율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이유

27

랜에서 사용될 때에 이들 표지가 방해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배치되
는 소규모 무선 접근 포인트의 최대 크기, 전력 및 전자기적 표지, 광학적 영향 등을

번) 집행위원회는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고려하여 이들 기술적 표지를 정한다. 소규모 무선 접근 포인트의 이용에 필요한 이러

일반적 허가 필요) 공개 핫스팟을 제공할 권리는 사설 인터넷 제공자뿐만 아니

한 기술적 표지는 적어도 EU 지침 2013/35/EU12)가 정한 요건과 권고 1999/519/EC13)

라 공공기관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칙안은 유일한 예외를 두고

가 정한 한계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1항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무선 접속 포인
트의 설치, 연결, 운영을 위한 확정된 표지들은 그러한 제품의 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있다. 회원국이 핫스팟 제공자에게 소위 ‘일반적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

지침 1995/5/EC14)의 본질적인 요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시행법규는 제33조 제2

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이 엄수되어야 한다. 즉 유보를 조건으로 허가를 금지해서

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의해서 공포된다.

- (

는 안 된다. 통신사업자는 개별적인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많은 회원국에서는

※ 참고자료

단지 통신사업자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한 통신사업자의 보고의무가 있다. 보고의무의 내용은 허가 사항
이 아니다.
-

(

EU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3/E

http://www.telemedicus.info/article/2636-Die-neue-Internet-TK-Verordnung-und-offene-WLANs.html

12)

“

그 제공이 영업적 방식이 아니거나 오로지 다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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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5/EU

minimum

health

agents

of Directive
13)

일반적인 허가란 허가지침(지침 2002/20/EC) 제2조에 의해서 통신 사업자에게 이들의 영업을 허가하는
회원국의 규정을 말한다.
제3의 이니셔티브란 다양한 최종이용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지역 무선랜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 무선랜 제공자를 말한다.

Directive

physical

업적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거나 공공 서비스인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11)

:

비영업적 내지 준영업적 제공자에 대한 면책) 규칙안 제14조 제6항에 의하

면 공개 핫스팟은 또한

10)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법률안

N/1-2013-627-EN-F1-1.Pdf

14)

and

of

the

safety

European

requirements

(electromagnetic

89/391/EEC)

1999/519/EC

general public

electromagnetic

Directive
and

1999/5/EC

of

telecommunications

7.4.1999,

(20th

the

of

the

fields

European

terminal

Hz

the

individual

Directive

2004/40/EC

of

to

12

July

and

the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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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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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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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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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9

the

26

to

risk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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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June

th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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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o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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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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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연방상원, 정보장물죄 도입을 위한 형법 등 개정안 제출

(2013.9.19)

□ 입법 배경 및 해결책
○ 데이터 관련 범죄의 다양화
-

☐ 개요

ID’15)

2013.9.19

터를 은밀하게 거래한다.
2013.1.15.

제출한 요청안의 내용보다 훨씬 구체

16)

○ 형벌구성요건 흠결 해결 목적

○ 제정경과

-

이 법률안은 우선 정보장물죄라는 새로운 형벌구성요건(형법 제202d조)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으로 취득한 데이터의 거래에 대한 가벌성의 흠결을 보완

독일 헤센주는 정보장물죄(Datenhelerei)를 형법에 신설할 것을 연방정부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건의함(2012.4.2.)
-

제83차 주정부 법무장관 컨퍼런스에서 정보장물죄를 형법에 도입하기로 결정

조직적인 사이버범죄의 척결은 한편으로는 적절한 제재 관련 구성요건을 근
거로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를 위한 필요한 수
단을 완전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2012.6.13.-14).

-

또한 악성소프트웨어

않고, 오히려 웹 포털이나 포럼 등에서 위법하게 획득한 모든 종류의 데이

적이고 조문 편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

17)

취득한 행위자는 흔히 스스로 탐지하거나 가로챈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지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

의 거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나 그 밖에 위법하게 수집되어 서버에 저장된다. 이 경우 그러한 데이터를

의 탐지 및 획득과 관련한 형법 규정과 이를 수사하여 소추하기

○ 이 개정안은 헤센주가 지난

ID

의 거래 급증)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위법하

ID

를 설치하여 행위자로부터 인터넷상에서 거대한 규모로 데이터가 탐지되거

정보장물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도입하고 ‘디

위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하여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형

-

불법 취득한 디지털

게 수집한 디지털

○ 독일 연방상원은
지털

(

독일법률가대회에서도 정보장물죄의 도입을 의결(2012.9.18.-21)
정보장물죄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받은 헤센주는

2012.4.2.

연방정부에

○ 영업적으로 또는 범죄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사례들에서는

,

즉 조직범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감청(형사소

제출한 요청안을 보완하여 정보장물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

송법 제100a조), 주거에서의 비공개 대화 감청(제100c조), 특별 구속사유(제1

(2013.1.15)

12a

조)에 추가하여 형사소추기관에게 필요한 수사처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정보장물의 경우 절도 등 관련범죄가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이
에 상응하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5)

16)

디지털 ID는 신원을 증명하는 전자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은 것이다. 디지털 ID에는 보통 이름, 전자
우편 주소, 디지털 ID를 발급한 조직의 이름, 일련 번호 및 만료 날짜가 포함된다. 디지털 ID는 인증서 보안
및 디지털 서명에 사용된다. :<http://help.adobe.com/ko_KR/acrobat/pro/using/WS11dd809af63f0e1e-43e046
4b12b4384d3b6-8000.html>, [2013.10.21.최종방문]
헤센주가 2013.1.15.에 제출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법제동향’ 제64호 10면 참조:<http://www.
kisa.or.kr/public/laws/lawsList.jsp?searchType=total&searchKeyword=&pageIndex=2.>

- 15 -

17)

예를 들어 신용카드정보, 온라인 뱅킹이나 전자우편 및 사회관계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가 디지털 아이
디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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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형법 제

-

조(정보접근) 및 제202b조(정보탈취)의 개정

202a

-

년 개정에서 도입된 가중구성요건 유지) 타인의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2007

침입하거나 데이터의 탈취(가로챔)를 통해서 행해지는 무권한 접근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과 데이터의 무결성은 형법 제202a조(정보접근)와 제202b조(정보

형법 제202조a(정보접근) 제3항 내지 제6항을 추가하고, 형법 제202b조(정보탈

탈취)의 구성요건을 통해서 보호된다. 하지만 이들의 형벌상한은 단지 벌금과

취)의 개정은 제2항 내지 제5항을 추가한다.

제202a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과 제202b조의 경우에는
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형법 제202a조(정보접근)
① 자신에게 특정된 것이 아닌 무권한 접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된 정보에 권한 없이 접
근보안장치를 해제함으로써 접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접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전기적 · 자기적으로 또는 기타 직접 인식할 수 없도록 저장되고 전달
되는 정보만을 의미한다.
③ 제1항의 사례들에서 행위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로 행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사례들에서 영업적으로 또는 형법 제202a조(정보접근), 제202b조(정보탈취), 제
202d조(정보장물), 제263조 내지 제264조(사기, 컴퓨터사기, 보조금사기), 제267조 내지
제269조(문서위조, 기술매체기록 위조, 증거상 중요한 데이터 위작), 제303a조(정보손괴)
또는 제303b조(컴퓨터업무방해)에 의한 범죄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
위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미수는 처벌한다.
⑥ 제4항의 사례들에서는 형법 제73d조(물건 박탈의 확장)18)를 적용할 수 있다.

년 8월 7일 제41차 형법개정으로 제202a조가 개

2007

정되고 제202b조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해킹 공격의 일반적
인 위험성(예를 들어 키로그인 트로이얀, 스니퍼, 블랙도어프로그램의 투입)
을 의식적으로 과소평가하여 제202a조의 형벌범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이러한 사례들에서 미수의 가벌성을 도입하는 것도

행위의 불법 내용을 완전히 포섭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제41차 형법개정법
의 입법자들은 이를 명확히 배제하였다. 형법 제202c조의 규정은 단지 추상
적 위험만을 포섭하지만, 형법 제202a조나 형법 제202b조에 의한 행위의 미
수의 경우에는 이미 구체적 법익의 위태로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수의 가
벌성을 도입하더라도 법률의 체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 (

※ 형법 제202b조(정보탈취)

년 이하의 자유

2

범죄자로부터의 수익박탈) 또한 범죄자들의 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기 위

해서는 형사소추기관에 이에 필요한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 형법 제202a조

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공개적인 정보중개로부터 또는 정보처리기기의 전자적 전송
으로부터 그를 위해서 특정되지 아니한 정보(제202조a 제2항)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획득하게 한 자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는 한,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사례들에서 행위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로 행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사례들에서 영업적으로 또는 형법 제202a조, 제202b조, 제202d조, 제263조 내
지 제264조, 제267조 내지 제269조, 제303a조 또는 제303b조에 의한 범죄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미수는 처벌한다.
⑤ 제3항의 사례들에서 형법 제73d조(물건 박탈의 확장)를 적용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202b조 제3항에 의한 정보를 영업적으로 또는 범죄단체를 구성
하여 권한없이 접근하여 가로채는 경우에는 조직범죄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직범죄로부터 재정적 기반을 박탈하기 위해서 형법 제73d조에 의
해서 확대된 몰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이 규정이
헌법합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형법 제

202d

조(정보장물) 도입

※ 형법 제202d조(정보장물)
①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그 밖의 위법한 행위로 획득한 형법 제202a조 제2항의 데이터

18)

형법 제73d조(물건 박탈의 확장) :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범과 공범의 물건에 대한 박탈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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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범죄이었는지를 행위자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포하거나 기타 접근하게 한

어떠한 가벌적 행위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획득에 대한 인식이 필요 없으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며, 범행 장소와 시간, 선행범죄자, 선행범죄에 자신의 참여 방식(즉 공범의

② 제1항의 데이터는 권리자의 보호이익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에 있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는 획득할 수 없는 데이터만을 말한다.

종류) 또는 선행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인식할 필요

③ 영업적으로 또는 형법 제202a조, 제202b조, 제202d조, 제263조 내지 제264조, 제267조

도 없다.

내지 제269조, 제303a조 또는 제303b조에 의한 범죄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원
으로서 행위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

형법 제202d조 제2항) 데이터(정보)의 무체적 성질때문에 유체적 대상에 적

④ 미수는 처벌한다.

용해 온 규범들을 데이터나 정보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공무원 또는 이의 위탁을 받은 자에 의해서 오로지 법률상 의무의

형법 제202a조 제2항과 같은 데이터(정보)에 대한 개념(데이터란 전기적 자

이행에 기여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 내지 제4항은 공무원 또는 이의 위탁

기적으로 또는 기타 직접 인식할 수 없도록 저장되고 전달되는 데이터(정보)

을 받은 자가 과세절차, 형사절차 또는 질서위반행위절차에서 오로지 데이터를 이용하

만을 의미함)이 필요하다.

기 위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⑥ 제3항의 사례에서는 형법 제73d조가 적용될 수 있다.

-

(

형법 제202조d 제3항, 제4항, 제6항) 영업적 그리고 범죄단체에 의한 정보

장물도 조직범죄의 한 유형으로 본다.
-

(

정보장물죄 구성요건 도입) 형법 개정안 제202d조는 정보장물죄의 새로운
-

구성요건을 도입하고 있다. 이 규정을 형법각칙 제15장(사생활 및 비밀영역

20)

를 이행하는 행위의 경우만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계상 문제가 없다. 개인의 생활영역과 비밀영역에서의 주요 관련성의 구성

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형법 제202b조와 제202c조와도 관련이 있다.

○ 형법 제

205

-

19)

있는 데이터 획득에 관하여 구성요건을 배제하고 있다. 오로지 법적 의무

의 침해) 이하에 편입시키는 것은 형법 제202d조의 보호이익의 관점에서 체

요건이 실현되는 경우에 형법 제202a조 제2항의 데이터(정보) 개념과 밀접

형법 제202조d 제5항) 공무원 의 범죄화를 피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이

(

(

조(고소)

상대적 친고죄) 형법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에 해당한 범죄는

형법 제202d조 제1항) 형법 제202d조 제1항의 행위객체는 형법 제202a조

대부분 고소에 의한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

제2항에 의해 직접 인식할 수 없는 데이터이다. 데이터 보호는 충분히 보장

사소추를 할 수 있는 절대적 친고죄와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형사소추기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개념의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

이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고소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를 하는

(

· 형법 제

202d

상대적 친고죄로 구분된다. 절대적 친고죄의 예로는 대화비밀침해죄 중 일

조 제1항의 구성요건행위는 정보장물의 취득, 양도, 유포 또는

부(형법 제201조 제1항과 제2항), 권한없는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기타 접근 등이다. 이것은 형법 제202c조(정보접근 및 정보탈취의 예비)
제1항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성요건행위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19)

필요하지 않다.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는 행위객체와 위법한 선행범죄와 관련하여 미필
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것이 어떠한 위법한
- 19 -

20)

공무원의 개념은 형법 제11조 제2항에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위탁자의 개념은 형법 제11조 제2호 c의
공무원의 개념보다 넓고 관공서 외부의 사람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법상의 위탁
을 근거로 공무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법률상 의무는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과 제163조 제1항에서 검찰과 경찰에게 적용되는 법정
주의원칙, 즉 범죄의 초기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소위 전절차(내사)도
포함된다. 경찰법상의 위험방지규정 또는 세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알려지지 않은 조세사례의 적
발과 조사를 위한 과세추적의무도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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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a조), 서신비밀침해(제202조), 사적 비밀 침해(제203조), 타인비밀의 매

각(형법 제204조) 등이 있다. 상대적 친고죄의 예로는 정보접근(형법 제202a

미국 연방상원,

3

정보감독 및 감시 개혁법

발의

(2013.9.25)

조)과 정보탈취(형법 제202b조)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 정보접근과
이익 또는 손해 목적의 정보접근(제202a조 제1항과 제3항), 기본적 정보탈취
와 이익 또는 손해 목적의 정보탈취(제202b조 제1항과 제2항), 이익 또는 손
해목적의 정보장물의 취득 등(제202d조 제1항)을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한다.

○ 형사소송법 규정 개정
-

☐ 개요

○ 미국 상원의원

Ron

Wyden

등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이 국민들의 전화기록 등 메타데이터 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2)

NSA)

정보 감독 및 감시 개혁법

이번 개정은 앞에서 논의한 실체법적 규정의 개정(형법 제202a조, 제202b조

(The Intelligence Oversight and Surveillance Reform

을 발의하였다.

Act)

그리고 제202d조의 도입) 외에도 그 밖의 절차법적 규정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21)

☐ 배경 및 경과

※ 참고 자료

○

지난

년부터

2010

NSA

는 미국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인

에 한해서만 메타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던 입장을 바꿔, 외국의 정보수집 대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43/1714362.pdf

상과 특정 미국인의 연관성을 추적한다는 취지 아래 국적에 상관없이 각종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왔다.

○

NSA

는 전화나 이메일 기록 이외에도 은행 및 보험정보, 페이스북 프로필,

비행기 등의 승객 명단, 투표자 등록 명단,

GPS

코드명 ‘메인웨이’라는 데이터 저장소에

년 기준 하루

2011

위치정보, 세금기록 등을
7

억 건 정도 모

아왔다고 밝혔다.
-

NSA

가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함께 증가하였다.

○ 이에

Ron

umenthal(

21)

절차적 규정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감청(형사소송법 제100a조), 주거에서의 비공개 대화의 감청(형사
소송법 제100c조), 특별구속사유(형사소송법 제112a조)의 개정이다. 제100a조 제2항 제1문, 제100c조 제2항,
제112a조 제1항 제1문 제2호의 보완을 통해서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이 조치들은 형사소추기
관에 부여 규정 등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0a조 제2항의 목록에 가중적인 구성요건을 도입함으로써 보
충적으로는 제100g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통신정보의 일반적인 수집권한이 존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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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22)

민주당, 오레곤),

Wyden(

Mark

민주당, 코네티컷), 그리고

민주당, 콜로라도),

udall(

Rand

Paul(

Richard

공화당, 켄터키)등 상원의원

정보감독 및 감시 개혁법 을 발의하였다.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이른바 속성정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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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독 및 감시 개혁법 의 목적

☐

을 담고 있으므로 동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TITLE

○ 이 법을 통하여 헌법적 자유 수호와 국가안보를 추구하고자 한다

- 특정 미국 국민의 통신을 의도적으로 영장 없이 검색할 목적으로 제702조 하에서 수집

동 법은 수사를 위한 국내 감시 및 그 외 미국 국민의 법적 권리에 대한 부
당한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illance

해외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을 개정하는 것이며, 해외정보감시법원(Foreign

Act,

FISA)

Court, FISC)23)

Surveillance

)

※ FISA 제702조 개정 주요 내용(TITLE Ⅲ)

.

-

Ⅲ

Surve

된 통신을 통해 정부가 해오던 검색을 금지시킴으로써 “뒷조사(backdoor searches)”의
결함을 봉쇄했다. 이를 “뒷조사”의 결함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이 조항이 개개의 미국 국
민의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검색하기 이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헌법적

Intelligence

의 개혁 및 투명성 제고를 규정하고 있다.

요구를 정보국으로 하여금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테러와 무관한 상황에서는 표적인물(target)에게 수신, 혹은 그로부터 송신되는 것이 아
닌, “요주의인물(about the target)”에 대한 통신 수집을 금지한다.
- “역타겟팅(reverse targeting)” 금지를 강화하였다. 역타겟팅이란 미국 국민이 어떠한 외

☐ 주요 내용

○ 미국 국민의 통신에 대한 대량 수집 금지

(TITLE

-

FISA

의 긴급 펜-트랩(pen-trap)

24)

Ⅱ

국인과 통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해당 통신에 관한 정보를 영장 없이 습득하기 위
하여 해당 외국인을 표적화 하는 것을 말한다.
, FISA

제4장 개정)

규정을 정부로 하여금 위급상황 시 전화

기록을 우선 수집하고 차후에 법원으로부터 수집허가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한다.

○ 미국 국민의 기록에 대한 대량 수집 금지

(FISA

제5장 개정)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테러리스트나 스파이로 의심되는 자 및 이들

-

- FISC에 따르면 정부가 비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었
으나, 보다 강력한 제한을 성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비합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의 사
용에 대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였다.

○ 해외정보감시법원의 개혁

(TITLE

IV)

※ 해외정보감시법원 개혁 관련 주요 내용(TITLE IV)
- (헌법 변론인(Constitutional Advocate) 제도 신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판결을 비공개하
며 정부의 입장만을 심리한다. 이는 일상적인 영장신청에 있어서는 흔치 않은 일이 아닐

용의자와 접촉을 한 자에 대한 기록의 수집은 가능하지만 테러나 스파이활

수 있으나, 법원이 미국 헌법 및 법에 대해 중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드문

동과 어떠한 연관도 없는 미국 국민에 대한 정보의 대량 수집은 더 이상 합

일이다. 또한, 정보감독 및 감시 개혁법은 FISC가 중대한 법적 및 헌법적 문제를 고려하
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반대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 변론인 제도를 신설한다. 동 변

법화될 수 없다.

론인은 독립적이며 미 행정부 부처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 국가안보서신이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정

- (헌법 및 법에 관한 FISC의 중요 해석 공개) 정보감독 및 감시개혁법은 미 법무부 장관

부의 국가안보서신 이용 현황에 대한 공개 및 보고를 증가시키기 위해 각종

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헌법 변론인이 해외정보감시

국가안보서신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TITLE

법원에 직접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23)

24)

FISA

의

V)

조는 헌법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많은 규정들

702

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 F.B.I.등 정부 기관에 의한 해외감시 요청에 대한 영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FISC의 비공개 판결에 따라 NSA가 미국인들의 폰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문
제가 되고 있다.
pen-trap이라는 용어는 “pen register"와 "trap and trace device”라는 용어들의 줄임말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특정 전화번호로 발신된 통화를 모두 기록하는 장치이다. 반면 후자는 어느 특정 전화번호로 수신
된 통화를 모두 기록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FISA

- 23 -

으로 하여금 헌법 및 법에 관한 중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FISC 의견의 기밀성을 해

- (위헌심사요청의 허용(Permitting Constitutional Challenges)) 정보감독 및 감시개혁법은
정부의 통신정보 수집으로 인하여 직업적으로 영향을 받은 준법 미국 국민들이 법원을
통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시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회 및 연방판사들은 이미 이를 지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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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및 소환장 발부 제도 개선
-

(TITLE

ⅥⅦ
,

)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 동향

4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개 제도와 소환장 발부 제도를 규정하였다.

※ 공개제도 및 소환장 발부 제도(TITLE Ⅵ, Ⅶ)
- (사적 기업과 정부의 감시 협력에 대한 공개) 정보감독 및 감시 개혁법은 투명성을 제고
하고 미국 기업이 정부의 감시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
기업이 정부의 감시활동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를 보다 더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의
감시에 대한 공개 보고를 증가시키도록 규정하였다.
- (인권감시위원회의 소환장 발부) 인권감시위원회(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
oard, PCLOB)는 정부 정책이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감독 기관
이다. 현재 PCLOB는 동 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공무원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정보감독 및 감시 개혁법은 동 위원회에게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증언을 강제할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 현재 미국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규율

○

(

개인정보침해)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인정보침해가 문제되는 경

우 각 영역의 개별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

Act,

HIPAA)

보유한다면
☐ 평가 및 예상

○

1173

국민을 대상으로 한

NSA

2013

년 초에

가 국민의 전화를 감시하기 위한 페트리어트법(the

NSA

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25)

(SEC.

(d))

은 금융정보에 대해

Act)

와

CEO

가

CFO

월

8

NSA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

에 대한 개혁을 제시하여 미국의 감시 활동에 대한

에서는 전체 임원회가

GLBA)

Trade

Commission

Act)

은 회사 내에서 정보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참고자료

Act,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보다 넓게 명시하고 있다.

의 적용을 반대하는 수정안이 하원에서 7표차이로 통과에 실패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HIPAA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

Patriot

Act)

-

HIPAA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다 넓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

에 의하면 어느 기업이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

의 감시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계속될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http://news.cnet.com/8301-1009_3-57604756-83/congress-unveils-bill-to-limit-nsas-powers/

데이터 파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데이터 파기 에 대한 미국 연방규정
26)

(

미국연방공정신용거래법(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은

Act)

소비자 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다루고 있는데, 사업목적으로 그

http://news.cnet.com/8301-13578_3-57605131-38/nsa-maps-some-americans-social-connections-

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소비자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says-report/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03009
https://ssd.eff.org/wire/govt/pen-registers

25)

http://www.wyden.senate.gov/download/?id=4D1FB49B-3093-4C81-8060-6C2DC14DA90F
http://www.wyden.senate.gov/news/press-releases/surveillance-reform-package-ends-bulk-collecti
on-of-phone-records-creates-constitutional-advocate-for-secret-court
26)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D?d113:143:./temp/~bdX9th::|/home/LegislativeDat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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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규칙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 기관은 비준수 행위 당 100달러의 민사 범칙금을 부과 받
을 수 있으며 범칙금은 한 해(calendar year)에 동일한 프라이버시 규칙에 대한 반복된 위반에 대해
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었고 의도된 과실(willful neglect)이 없었
으며 그 기관이 자신의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0일 내에 그 위반사항을 수정한 경우와
같은 예외의 경우에는 부과 받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서류와 비교해 컴퓨터 파일은 특히 파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3자 서버에 저장이 되어 정보주체가 이를 통
제(삭제를 포함)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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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위한 파기 규정을 두고 있다.(SEC.216.

DISPOSAL OF CONSUMER

클라우드 컴퓨팅 계정(cloud

-

은 서비스 접속을 위해 이

account)

용자에게 요구되는 비밀번호 또는 그와 유사한 정보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은 금융기관에서 이용되는 개인식별정보를 보호

-

computing

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사 내 정보보호프로그램의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규정(Safeguard

Rule)

이 법은 6개의 조항(SECTION)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을 규정하고 있

(SEC.2.(b)(3))

※ 클라우드 컴퓨팅법(Cloud Computing Act of 2012, S.3569)

다.

27)

① 제목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은 명시적으로 정보의 파기와 관

-

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상 단체(기업이나 기관)들이

HIPAA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비합법적 접속(UNLAWFUL ACCESS TO CLOUD
COMPUTING SERVICES)

기준

③ 추정되는 손해(PRESUMED LOSSES)

을 준수하고 정보보호의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④ 미국의 법과 정책의 국제적 상호 정보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포럼을 통한

있다.

교류(INTERACTION WITH INTERNATIONAL FORUM TO ADVANCE INTERNATIONAL

연방정보보안관리법(The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WITH LAW AND POLICIES OF UNITED STATES)

Act,

⑤ 정보 프라이버시, 보유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연례 연구 및 보고(ANNUAL

은 연방정부 내에서의 정보보안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되었는데, 금융서

FISMA)

· ·

STUDY AND REPORT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ARDING DATA PRIVACY,

비스현대화법(GLBA)과 유사하게 민감한 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 사용 수

·

RETENTION AND SECURITY)

정 공개 또는 파기로 인한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시행

⑥ 정부의 IT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연례 조달 예보(ANNUAL FEDERAL INFORMATION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2

○

TECHNOLOGY AND CLOUD COMPUTING PROCUREMENT FORECAST)

년 클라우드 컴퓨팅법(Cloud

Amy

Klobuchar

Computing Act

of

2012,

○

S .3569)

보유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연례 연구 및 보고에 관한 내용도

·

상원의원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민 형사법의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법(Cloud

Computing

Act

of

2012,

☐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계정에 대한 권한 없는 접속, 권한을 넘는 접속 등
불법적인 접속의 시도나 음모에 대해 별도의 침해로 구성하도록 미국 컴퓨
터사기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을 개정하는 것을 내

CFAA)

○

2013

년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 현황

2013

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에 대한 법률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클라우

드 컴퓨팅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버보안강화법(Cybersecurity

용으로 한다.

27)

규정하고 있다.

을

S.3569)

제안하였다.
-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법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정보 프라이버시, 정보

국방수권법(National

·

·

이 보호규정은 개인정보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남용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행정적 보호에
대한 심층적인 위험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평가에는 적절한 데이터의 파기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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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efense

Enhancement
Authorization

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2013

Act
Act

of

2013,

for

년 사이

2013

H.R.756),

Fiscal

Year

②

2014,

년

2014

S.1197)

이 상정되었다.

Act of 2013, S.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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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사이버보안강화법(안)(Cybersecurity

2013

Enhancement Act of 2013, H.R.756)

Technology, and Logistics), 국방정보국 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lligence),
국방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및 합동소요검토위원회 위원장

※ 사이버보안강화법(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3, H.R.756)

(the Chairman of Joint Requirements Oversight Council)을 통해 다음을 감독해야 한

SEC.203.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CLOUD COMPUTING STRATEGY)

다.

(a) 일반 - Director는 연방 CIO Council과 협력하여, 그리고 기타 관련 있는 연방 기관 및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연방 정부에 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채택

(A) 군대(Armed Forces) 및 방위청(Defense Agencies)에서의 정보데이터 분석 및 저
장(storage)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의 요건의 검토, 개발(발전), 수정 및 승

및 사용을 위한 종합 전략을 개발하고 그 이행을 계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인. 클라우드 및 비클라우드(non-cloud)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및 비관

(b) 활동 - subsection (a) 하에서 개발된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Director는 다음의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계형(relational and non-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정보 간의 상관관계, 교차영역(cross-domain, 크로스도메인), 전사적 발견

(1)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정보 처리 상호 운용 가능성(inter-

(enterprise-wide discovery)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다.

operability)과 프로그램의 이식가능성(portability)을 다루는 기준의 개발을 촉진하는

(B)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경쟁적 수집(acquisition)이 subparagraph

활동
(2)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규격 적합성 시험

(A)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의 검토, 개발, 수정, 승인 및 이행. 현 컴
퓨팅 시스템에서 획득한 시스템 또는 서비스로의 전환 계획을 포함한다.

(conformance testing)의 개발을 진전시키는 활동

(C) Subparagraph (B)에 따라 획득한(acquire) 클라우드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속성 기

(3)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 및 채택을 가능하게하기

반 접근 제어(attribute-based access control)를 통해 정보처리 상호운영이 가능하

위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요건을 다루기 위해 연방 기관들이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의 틀(framewordks) 및 참고자료의 개발과 모범관행의 identification을 지원하는

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개발
및 이행.

활동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활동

(D) Subparagraph (B)와 (C) 하의 계획과 군대 및 국방부 합동정보환경 및 지능정보환경

(A)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센터와 그러한 센터에 저장된 정보의 물리적인 보안(the physical

(Department of Defense for the Joint Information Environment and the Defense

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B) 클라우드 컴퓨팅 정도 센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안전한 접근(secure access)을 보

Intelligence Information Environment)의 전사적(全社的) 계획의 통합(intergration).
(2) 지시 - 장관은 2014년 3월 15일까지 군대 및 방위청(the Defense Agencies)에 (1)항

장하기 위한 활동

에서 다룬 사안에 대해 지시를 내려야(provide direction) 한다.

(C) 미국 국립 표준 기술 국법(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ct, 15

(b) 인텔리젼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의 노력과 통합 – 장관은 상호운영 가능

U.S.C. 278g-3)의 section 20 하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standards)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

성, 정보 공유 및 기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 section 하의 활동이 지식공동체 정
보기술 기업(Intelligence Community Information Technology Enterprise)과 통합되는

(D) 지속적인 감시 체제의 자동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

년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2014

2014,

Defense

Authorization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장과 조율해야 한다.
Act

for

Fiscal

Year

S.1197)

※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4, S.1197)
Title VIII - 수집 정책, 수집 관리 및 관련 문제(ACQUISITION POLICY, ACQUISITION
MANAGEMENT, AND RELATED MATTERS)
Subtitle D - 사이버공간 관련 문제(Cyberspace-Related Matters)
SEC. 943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분석 능력 수집의 감독(SUPERVISION OF THE ACQUISITION
OF CLOUD COMPUTING CAPABILITIES FOR INTELLIGENCE ANALYSIS)
(a) 감독
(1) 일반 - 국방부장관은 기술획득국 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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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사이버보안법(안)(Cybersecurity

2013

Act of 2013,

S.

1353)

※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of 2013, S. 1353)
SEC. 201. 연방 사이버보안 연구 및 개발(FEDERAL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 사이버보안 기초연구(Fundamental Cybersecurity Research)
(1) 일반 - 과학기술정책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은 관련 있는 연방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이 법의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
램과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버보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방
사이버보안 연구 및 개발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J)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 처리, 전송 또는 저장되거나 무선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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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e) 미국 국가과학재단 연구지원분야 - 사이버보안 R&D법(Cyber Security Research and

판례 및 이슈

2.

Development Act (15 U.S.C. 7403(a)(1)))의 Section 4(a)(1)을 수정한다.
1

(3)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EU

집행위원회, 통신정보 보관제도 관련 보고서 발표

(2013.8.8)

(p) 클라우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보안

□ 개관
○ 집행위원회는

※ 참고자료

EU

2013.8.8

통신정보보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하였다.
http://ccskguide.org/introduction-to-the-legal-issues-around-cloud-computing/

-

https://www.cippguide.org/2009/11/23/data-destruction-and-privacy/

EU

는

통신정보보관지침

2006/24/EC(Data

Retention

Directive)

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 정보, 전화통화 내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포괄적인 통신정보

http://ccskguide.org/cloud-security-standards/
http://www.hhs.gov/ocr/privacy/hipaa/understanding/summary/privacysummary.pdf

(

통신내용정보는 제외)를 최소

개월에서 최대

6

2

년 이내로 저장하여 보관하

http://thomas.loc.gov/cgi-bin/query/D?c112:1:./temp/~c1120rG4Yx::

도록 하였다.

http://www.gpo.gov/fdsys/pkg/BILLS-113hr756rfs/pdf/BILLS-113hr756rfs.pdf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3:S.1197:
http://thomas.loc.gov/cgi-bin/query/F?c113:1:./temp/~c113e5fFLI:e19825:

○

EU

집행위원회는

2011.4.16.

통신정보보관지침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침의 보완을 예고하였지만, 통신정보의 보관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유용한

http://phys.org/wire-news/139727452/cloudwatch-project-to-boost-uptake-of-cloud-in-europe.html
http://cordis.europa.eu/fetch?CALLER=EN_NEWS&ACTION=D&RCN=36041

조치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이 지침은 현재

의 대부분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였으나 독일의 경우

EU

전환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서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다.
-

아일랜드 최고법원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통신정보보관지침이 유럽
연합기본권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심
사를 유럽사법재판소(EuGH)에 요청한 바 있다.

28)

□ 배경
○ 사이버범죄집단의 범죄 대상은

EU

회원국이며 이러한

EU

내에서의 범죄양태

는 이동성이 강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범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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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EuGH)는
함을 밝힌다.

2013.7.9.

- 32 -

에

1

차 변론을 한 바 있고 결과는 추후 확인을 요

인터넷 법제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을 가지고 있다. 이들 범죄 집단은 특히 인터넷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신

범죄자들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용카드 부정사용이나 화폐위조 등과 같이 범죄 발각 가능성이 낮은 범행을

기 때문에 전체 범죄의 네트워크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

주로 저지르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무기나 마약거래, 인신매매와 함께 테

죄가 행해지는 시점과 범죄를 발견하는 시점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특

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통신기술을 이용한

히 다음과 같은 범죄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범죄의 증가는 소비자 행동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

년대의 전형적인 사용자는 유선전화나 이동전화를 하루에

1990

고 일부 네트워크를 통해 두세 번의
인 사용자는 하루에
인 채팅 및

VoIP

를 전송하였으나,

SMS

번 전화를 이용하고

15-25

서비스를 이용한다.

번 사용하

10-20

년대의 전형적

② 반복적 갈취 : 피해자가 범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고 착취가 수개월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③ 조세 사기, 중대한 금융범죄, 공무원의 부패범죄 : 이들 범죄가 수년간에 걸쳐 일어난
경우, 이러한 범죄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혹은 감사가 완료된 후 연말보고서를 기초로

번 이메일을 발송하며 온라

5-15

년과

2007

카드를 반복적으로 교체하

① 인신매매와 마약거래 : 이 경우 공범자들 사이에 복잡한 업무의 분담이 존재한다.

2000

트래픽 볼륨 또한

IP

SIM

해서 발각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합법적으로 보이는 허위의 세금청구서 또는 거래명
세서와 관련된 소위 삼각구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적어도 1년 혹은 수년간 데이터를 조

년

2010

사이에 세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인터넷은 통신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사할 필요가 있다.
④ 반복적 절도 :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개인들이 의심을 받는 시간

□ 통신정보를 활용한 주요 사례 개관
○ 통신정보의 유용성 통신가입자 트래픽
(

)

,

에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범행과 관련이 있는 증거
는 대체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

위치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EU

- (

중대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여러 달 동안 범죄를 신고하지 않

내의 연구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통신정보 보관제도의 도입 이

은 경우 과거의 통신정보가 필요한데, 영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수사

후 회원국은 물론 유로폴(Europol)은 이와 관련된 상당수의 사례를 제공하

에 사용된 통신정보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또는 그 이전 시점의 정보이다.

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서 통신정보는 중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통신정보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자백, 기타 법정

- (

불법 행위의 사전 고의 입증) 이는 형사절차 및 그 이전 단계에서 중요하고

특히 살인 범죄의 경우 계획 살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증거들이 유용하지 않을 경우 혐의자를 확인해 주거나 공범을 확인해 주는
- (

역할을 한다.

○

대규모의 국제범죄)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각 국가

간 사법공조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해외 서버의 로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
(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한 범죄의 유형) 대부분의 통신정보는 통신이 이루어

진 이후 몇 달 또는 몇 주 이내에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히 과거
의 데이터가 필요한 범죄의 유형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4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

테러 및 조직범죄) 금융범죄를 포함한 테러 및 조직범죄들은 흔히 반복적으

로 일어나거나 장기간 준비를 하는 특징이 있다. 여러 사건 사이의 명확한
패턴과 관련성을 수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범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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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실관계 조사 및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린다.

□ 통신정보 보관제도 흠결 시 문제점
○ 법적 통신정보 보관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데
이터를 일정한 시간동안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한다는 데에 있으며, 이
들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경찰 및 사법기관은 중
대한 범죄, 특히 국제적인 범죄를 수사하고 소추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존재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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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만일 통신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면 특정 범죄를 발견하고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년

2010

3

월 헌법재판소에서 통신정보보관제도를 위헌무효

로 판결한 독일의 경험은 법적으로 통신정보를 보관하지 못할 경우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과
의 통신정보가 필요한 사건의

44.5%

보여주고 있으며 범죄 사건의

30%

州범죄수사청에 따르면 과거

는 수사를 진행할 다른 수단이 없었음을

2

정액제 이용자의 유동

□ 개관
○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수사를 할 수

주소도 저장할 수 있다고 판결

2013.8.28

(2013.8.28)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인터넷접속제공자

통신사업자인 독일 텔레콤)가 정액제 이용자의 유동

런 이유 없이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IP

는 통신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IS P

IP

주소를 사전에 아무

일간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은 전기통신법상 통신장애를 제

7

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것은 비례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
였다.

□ 회원국 사이 통신정보 교환의 중요성
○ 회원국들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

서 통신정보와 관련한 정보교환이

50%

그 중에

○ 이 판결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남용 방지 대책을 근거로

일간 고객의 통

7

신정보를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현재 대법

로 추정된다. 통신정보나 위치정보의

원에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환에는 상호 사법공조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법공조는 사법집행기관
에 따라서 진행이 느려질 수도 있고 수사의 지체를 야기하여 관련 데이터
를 상실할 우려도 있다. 사법공조에 의한 정보요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
사 대상자가

SIM

카드를 교체하거나

주소를 교체하게 되면 수사를 해도

IP

□ 사실관계 및 경과
○ 피고는 독일 최대 통신사업자인 도이취 텔레콤

신사업자의 통신접속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이다.

소용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회원국 간에 신뢰가 존재하는 경우
통신정보는 더욱 쉽게 교환될 수 있다. 영국의 한 사법기관은

년에서

2009

년 사이 6개월 넘게 5개 사업자에게 통신정보를 요구하였고 그 중에서
사건을

EU

회원국 및

EU

2010

개

이며 원고는 이 통

(Telekom AG)

○ 원고는 피고와 통신이용에 관한 정액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14

고객의 유동

외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고 보고하

IP

주일간 저장하여 보관해 왔고, 이러한 실무관행에 대하여

1

원고 고객이 자신의 인터넷 이용으로 컴퓨터에 할당된

※ 참고 자료

피고는 관행상

주소를 아무런 이유 없이(예컨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요금

정산의 목적으로

고 있다.

.

IP

주소를 피고가 저

장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정액제의 경우 요금정산을 목적으로 이를 저장할
이유도 없으므로 인터넷 종료 시 자신에 할당된
것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http://ec.europa.eu/dgs/home-affairs/pdf/policies/police_cooperation/evidence_en.pdf

○

하급법원의 판단) 1심법원인 다름슈타트 지방법원(LG

(

정액제의 경우 요금정산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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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즉시 삭제해 줄

IP

2007.6.6.

주소를 저장할 수 없으나 전기통신법

IP

- 36 -

은

Darm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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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1항에 의해서 통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 종료 후
일 간

7

였고

29)

○

스파이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거부공격의 경우와 같이, 통신 인프라를 심

주소를 저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저장은 허용된다고 판결하

IP

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기술적 안전성의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유료서비스에의 접근은 로그
정보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

항소법원 심리 일시중지 및 연방법원의 위헌결정) 항소법원인 프랑크푸르

트 고등법원(OLG

은

Frankfurt)

2010.6.16.

인터넷 접속 종료 후

결정이 있기까지 일시 중단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10.3.2.

개월간 저장하도록 한

6

아무런 이유

년 발효된 전

2008

□ 파기환송심 판결
○ 주요 쟁점
-

인제도와 그 기능에 있어서 유사하나 저장하여 보관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1

BvR

256/08

vom

2.3.2010).

따라서 전기통신법 제113a조와 제113b조를 근거로 통신정보를 저장하여 보
관할 수 없게 되었다.

○

(

2010.6.6.

일 이후에 원고의 해당

7

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30)

IP

파기환송심은

2013.8.28.

다고 판결하였다.

주소를 삭제한 것은 피고에게 지

있지만, 원고가 유료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주

IP

2011.1.13.

왜냐하면 현재의 기술수준에 의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장애를

○ 판결이유
-

연방대법원의 판단) 연방대법원은

주소를 저장하여 보

IP

인식하고 제한하고 비상시에는 제거하기 위한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소가 저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해서 피고가

관해 온 실무관행은 전기통신법 제100조 제1항의 허용구성요건을 통해서 보호된

항소법원은 심리를 재개하여,

또한 원고가 비록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주소의 저장이 통신망의 결

IP

○ 판결요지
32)

독일 텔레콤이

○

파기환송심이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은 과연

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다.

-

항소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그 후

주소의 저장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

정을 거부하고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주소의 즉

기통신법 제113a조 및 제113b조의 규정(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

훨씬 넓음)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BVerfG,

IP

IP

시 삭제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항소심 절차의 심리를 연방헌법재판소의

없이 고객의 통신정보를 사전에

주소의 저장은 정당

IP

전문가의 감정에 따르면 피고 독일 텔레콤의 경우 매달
망 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된 남용행위들 중 대략

33)

전기통신법 제100조 제1항에

건 이상의 통신

500,000

건은 영업

164,000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장애 및 결함을 인식하거나 제한하거나 제거하기 위

고객에 대한 공격과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피고의 통신인프라와

해서는 그 장애나 결함이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전기통신시설의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는 주로 웹사이트의 악성코

정상적인 운영에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

드, 해킹, 포트스캔, 기타 남용행위와 관련한 남용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한다.

기 위해서

IP

주소 등을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IP

의 수집 및

이용은 고객의 인격권 침해와 비교할 때에 적절하고 필요하며 비례성 원칙
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1)

29) LG Darmstadt,
30) OLG Frankfurt,

Urteil

vom 06.06.2007

Urteil vom 16.06.2010

- 10
- 13

O

562/03.

U 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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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팸메일이나 악성프로그램 또는

31) BGH,

Urteil vom 13.01.2011 -

III

ZR 146/10.

32) OLG Frankfurt Urteil vom 28.08.2013,
33)

13

U

105/07.

이들 남용 사례 중 대략 162,000건은 스팸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전형적으로 봇네트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고 부수적 효과로서 원하지 않는 광고는 물론 정보절도 등 이와 유사한 남용행위를 위해서 계정을
가로채거나 컴퓨터를 감염시킨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공격은 훔친 정보들이 인터넷의 지하 포럼 등에서 판매
되거나 봇넷에 감염된 컴퓨터 스팸메일의 발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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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남용 신고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격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
를 제공하여 남용행위를 허용하기 때문에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남
용사례들은 적절한 남용 대책을 통해서 방지되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밝히고

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고,
저장된

피고의 남용차단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상당한 수의 감염된 컴퓨터를 시의적절하

로부터 대량의 최고장을 받게 될 것이며, 혐의 없는 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게 필터를 통해서 대부분 걸러낼 수 있다고 한다. 피고가 도입한 안전시스템을

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지하거나 시간적으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제한하고자 하였다면,
피고가 이것을 이미 연방정보보호위원회와 합의를 하였을 때에, 감염된 컴퓨터
의 수가 항상 같을 수 없고, 오히려

– 이에 상응하게 스팸이 증가한 경우 –

항상 늘어났을 것이다.
-

7

있다.

34)

-

□ 전망 및 평가
○ 이유 없이 일간 고객의 인터넷 접속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

따라서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감정을 근거로 피고의 남용 대책은 이
러한 남용을 이미 사전에 취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월 대략

건에 달하는 남용신고의 경우 특히 대략

500,000

20,000

이용자가 이러

한 남용을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처리방법을 통지받고 있다고 한다. 만약
피고가 채택하고 있는 남용 대책이 없으면, 위에 언급한 남용들 외에도 피고의
시스템에 강력한 부하가

– 상황에 따라서는 과부하도

-

발생할 것이라고 명확

IP

주소를 통하여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로펌으

○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지는 이전의 대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확신하기는 어렵다.

※ 참고자료
판결문

:

http://www.lareda.hessenrecht.hessen.de/jportal/portal/t/s15/page/bslaredaprod.psml?&d

oc.id=KORE223492013%3Ajuris-r01&showdoccase=1&doc.part=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Oberlandesgericht-IP-Adressen-duerfen-sieben-Tage-ges
peichert-werden-1964973.html
http://www.internet-law.de/2013/09/olg-frankfurt-anlasslose-siebentaegige-speicherung-von-ip-adre
ssen-durch-telekom-zulaessig.html

히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메일 서버는 스팸메일을 통하여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피고의 시스템의 성능이 충분하다면, 그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겠
지만, 다른 경우에는, 즉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에는 메일이 더 이상 송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 서비스 거부 공격(DOS)의 경우 시스템의 성능을
고갈시킨다. 이러한 안전성의 문제는 현재의 실무에서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드
물지만, 이에 상응하는 남용 방지 대책 시스템이 없다면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독일 내의 다른 통신망 운영자에게도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것
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히고 있다.

34)

이러한 기회의 예로는 공격자가 일단 한번 남용에 성공하면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남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스
팸을 발송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컴퓨터를 탐지할 수 있는 기회, 더 거대한 봇넷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 그
리고 피고의 고객 인프라에 더 많은 해킹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등 이와 유사한 공격을 수행하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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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ttp://www.internet-law.de/2013/09/olg-frankfurt-anlasslose-siebentaegige-speicherung-von
-ip-adressen-durch-telekom-zulaessig.html

․
법제동향」 제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인터넷
진흥원 법제연구팀

「 月刊 인터넷
(

)

(

72

호)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법제연구팀

주 소

138 - 803

연락처

- 41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가락동 79-3) 대동빌딩

지유석 선임연구원 (02 - 405 - 6436 / jys71@kisa.or.kr)

- 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