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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Ⅰ. 입법 동향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13.3.22 국회통과, 3.23 공포)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대안의 제안 경위
○ 2013년 1월 30일 발의한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안)과 2013년 2월 5일 발의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안)을 제314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3. 21)에서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3. 3. 21)에서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3.22 국회 통과, 3.23 공포 됨
■ 개정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기능 분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지상파방송정책,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120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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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변경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함(안 제12조제8호).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기능 분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함(안 제12조).

■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공영방송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재허가・
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함.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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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법 동향
Ⅰ. 입법 동향
LAW&CASE

美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1), 『사이버 보안 강화법 수정(안)』의결

1

(2013.3.14)

■ 개요
○ 미국 하원에서 2013.2.15 발의된 「사이버보안 강화법(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3」은 미국 하원의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2013.3.14).

○ 이 법안은 일리노아주 민주당 의원인 댄 리핀스키(Dan Lipinski)와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이 공동발의(2013.02.15)한 법안으로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 「사이버보안 강화법(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3)」은 사이버보안 연구, 개발
및 기술 표준의 발전,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이다. 동시에 과학・우주 기술위원회를
통과한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R&D에 관한 법」은 정보고도화를 위한 일반적인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법률이다.
■ 경과
○ 「사이버보안 강화법」은 2010년 및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공화당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하원을 통과한 바 있으나2) 상원에서 부결되어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1) The House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Committee
2) 2012년 395 대 10, 2010년 422 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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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사이버 보안 연구 및 개발법 수정) 사이버안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제공하고
연방 사이버 R&D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정부 내의 협력을 향상하기 위해
LAW&CASE

「사이버보안 연구 및 개발법(Cybe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SEC.102. Findings).
- (주요기반시설 범위확대) 정보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정부・
상업・과학 및 교육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인프라에는 전력, 천연 가스 및
석유 생산 및 공급, 전자통신, 교통, 급수, 은행업무 및 재정, 응급 및 정부 서비스 등의
핵심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수정 (1)문단).

○ (연구 및 개발 계획 수립) 사이버 안전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략의 연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4)
- 법이 제정된 후 12개월 이내에 특정된 국가 기관들은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위한 연방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R&D의 전반적인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에 기초한 전략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Section에 따른 최초의 전략
계획이 의회에 전송된 때로부터 3년에 한 번 그 계획에 대해 수정하여야 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SEC.103(a)).
※ 계획의 내용(SEC.103(b))
(1)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연구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그리고 단기 목표가 민간 부문이
활발히 활동하는 부문에서의 R&D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이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security), 신뢰성(reliability),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사생활을 보호할 잠재력을 지닌 혁신적인 변형기술에 어떻게 초점을 둘 것인지 설명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이 사회와 국가적 이익에 대한 적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D 결과를 어떻게
새로운 사이버보안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적용)으로의 급속한 전환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 설명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이 보안망 및 정보기술시스템의 차세대를 조성, 시험 및 평가하기 위한 국가적 연구 인프라를
어떻게 수립하고 유지할 것인지 설명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이 학문적 연구원들의 제(4)항에서 설명한 인프라 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event data)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3) 15 U.S.C. 7401 sec.2
4) SEC. 103. Cybersecurity Strategic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123

○ (연방 사이버 장학금제도) 사이버보안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사이버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다.5)
※ 프로그램의 특성(SEC.106(b))
(1) 자격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학비를 제공하고 사이버보안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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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는 2년간, 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3년간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장학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장학금 수혜자에게 연방 정보 기술직에서의 여름 인턴십 기회 또는 기타 의미 있는 임시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충분한 지급을 통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산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고등교육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장은 차세대 연방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발굴 및 훈련하고 국가의 통신, 정보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연구 및
개발법 제5(a)조 상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위한 장학제도’를 지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SEC.106(a)).

○ 국가 기관들이 따를 수 있도록, 미국 연방 네트워크 및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 표준을
개발할 국가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의 책임6)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7)
- NIST는 위험, IT를 사용하는 기관의 수, 표준의 효율성에 근거한 기술 및 시스템을 위한
표준과 참고자료 및 체크리스크를 개발하도록 규정하였다(수정 (c)(1), (2)).
※ 참고 - 사이버보안 강화법(2013)의 구조
SEC.101. 정의 (Definitions)
SEC.102. Findings8)
TITLE I
연구 및 개발
(Research & Development)

SEC.103. 사이버보안 전략 R&D 계획 (Cybersurity Strategic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SEC.104. 사이버보안에서 사회적, 행동적 연구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in
Cybersecurity)9)

5) SEC.106. Federal Cyber Scholarship for service Program
6) Section 8(c) of the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5 U.S.C. 7406(c))
7) SEC.109. Cybersecurity Automation and Checklists for Government System
8) The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5 U.S.C. 7401)의 Section 2 수정
9) The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5 U.S.C. 7403(a)(1))의 Section 4(a)(1) 수정

124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SEC.105. 미국과학재단 사이버보안 R&D 프로그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10)
SEC.106. 서비스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사이버 장학금 (Federal Cyber Scholarship for
Service Program)
SEC.107. 사이버보안 워크포스 평가 (Cybersecurity Workforce Assessment)
SEC.108. 사이버보안 대학-산업 태스크포스(Cybersecurity University-Industry
Tas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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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
연구 및 개발
(Research & Development)

SEC.109. 사이버보안 자동화 및 정부 시스템을 위한 체크리스트(Cybersecurity
Automation and Checklists for Government Systems)11)
SEC.110.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사이버보안 R&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12)
SEC.201. 정의 (Definitions)
TITLE II
사이버보안
기술표준 발전
(Advancement of Cybersecurity Technical
Standards)

SEC.202 국제 사이버보안 기술표준 (International Cybersecurity Technical Standards)
SEC.203.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Cloud Computing Strategy)
SEC.204.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 (Promotion Cyber-security Awareness
and Education)
SEC.205. 아이덴티티 관리 R&D (Identity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SEC.206. 허가 (Authorizations)

■ 평가 및 전망
○ 입안자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의원은 이 법이 사이버 안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제공하고 연방 사이버 R&D에 전반적인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정부내의 협력을
항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다른 입안자인 리핀스키(Lipinski) 의원은 현재 사이버의 위협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높으며,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원) 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하원 전체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한 지난 두 차례의 경우를 비추어 이번에도 하원의 경우는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The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5 U.S.C. 7403(a)(1))의 Section 4(a)(1), 같은 법(15 U.S.C. 15
7403(a)(6))의 Section 5(a)(6), 같은 법(15 U.S.C. 7404(c)(7))의 Section 5(c)(7) 수정
11) The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5 U.S.C. 7406(c))의 Section 8(c) 수정
12) The National Institu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ct (15 U.S.C. 278g - 3)의 Section 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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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하지만 상원의 경우 하원의 부분적인 접근과 달리 종합적인 사이버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따라서 이 법은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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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http://www.yourhoustonnews.com/tomball/news/mccaul-lipinski-cybersecurity-enhancement-act-advances-tohouse-floor/article_54f10976-8e9a-11e2-a055-0019bb2963f4.html
http://www.federalnewsradio.com/241/3251327/House-committee-takes-third-whack-at-cyber-enhancement-bill
http://beta.congress.gov/113/bills/hr756/113hr756ih_pdf.pdf

美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13), 『미국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2

연구개발 발전법 수정(안)』의결 (2013.3.14)

■ 개요
○ 본 법안은 2013.2.5일 텍사스주 의원인 루미스(Lummis) 의원, 스미스(Smith)의원 및
에디 버니스 존슨(Eddie Bernice Johnson)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으로 미국 하원의
과학・우주・기술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2013.3.14).

○ 본 법안은 「2013년 사이버보안 강화법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3)」과 함께
네트워크와 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조정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 배경 및 경과
○ 고도 정보 처리・통신 기술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고성능
정보처리법(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이하 HPCA)」14)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3) The House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Committee
14) 알버트 고어(Albert Gore)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법률로 고성능의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과 컴퓨터 통신망의 고도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하여 현재의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미국산업의 경쟁력의 박차를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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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 2012년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R&D에 관한 법이 하원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통과한 바
있으나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LAW&CASE

■ 주요 내용
○ 네트워킹 및 정보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승인하기 위한 「1991년의 고성능 정보
처리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 이하 HPC Act)」을 개정한다.
- Title I의 제목을 “고성능 정보처리”에서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로 변경한다.(제8조(b)).

○ 지원프로그램의 내용과 재정지원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거나
대규모, 장기적, 학제간 R&D활동을 보장한다(제2조, 제3조15)).

○ (태스크포스 구성) 대학과 산업간의 네트워크킹 및 정보 기술의 연구의 고도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한다(제4조).16)
- 협동모델을 개발하거나, R&D 발전 과정 어젠다를 제안, 지적재산권의 할당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조정사무소 설립) 연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과 국가조정사무소
(National Coordination Office)17)를 둔다(제5조, 제6조).

○ (미국과학재단의 역할)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주도 하에
네트워킹 및 정보 기술교육을 수행한다(제7조).

15) HPC Act(15 U.S.C. 5511)의 제1장(Title I)에 104조(SEC.104.)를 추가함
16) 법의 시행 후 180일 이내(개정 제105조 (a)항)
17) 전임직원을 둔 국가기관으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개정 102조 (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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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국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R&D 발전법의 HPC Act개정 내용
SECTION

제목

개정 내용 (HPC Act)

LAW&CASE

SEC. 1

타이틀 (Short Title)

SEC. 2

프로그램 계획 및 코디네이션
(Program Planning and Coordination)

제101조 수정, 제4조 수정

SEC. 3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의 대규모 연구
(Large-Scale Research In Areas of National
Importance)

제104조 신설

SEC. 4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제101(a)(1)조 수정, 제105조 신설

연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SEC. 5

(Cloud Computing Services for Research)

제106조 신설

SEC. 6

국가 조정 사무소 (National Coordination office)

제102조 전면 수정

SEC. 7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교육 향상
(Improving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제201(a)조 수정

SEC. 8

규율과 기술적인 수정
(Conforming and Technical Amendments)

각 부분에 대한 용어의 수정

※ 출처 :
http://www.gpo.gov/fdsys/pkg/BILLS-113hr967ih/pdf/BILLS-113hr967ih.pdf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3/hr967
http://www.yourhoustonnews.com/tomball/news/mccaul-lipinski-cybersecurity-enhancement-act-advances-tohouse-floor/article_54f10976-8e9a-11e2-a055-0019bb2963f4.html
http://thehill.com/blogs/hillicon-valley/technology/288333-overnight-tech-lawmakers-unsure-how-to-tacklepatent-trolls
http://en.wikipedia.org/wiki/High_Performance_Computing_Act_of_1991

3

美 하원, 『온라인 통신 및 지리위치정보 보호 법(안)』 발의 (2013.3.6)

■ 개요
○ 민주당 하원의원인 조 로프그랜(Zoe Lofgren)은 FBI와 다른 경찰기관이 미국 내 이메일 및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경우 판사에 의해 발급된 수색 영장에 의하여야 함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통신 및 지리위치정보 보호법(Online Communications and
Geolocation Protection Act of 2013)」을 발의하였다(2013.3.6).

128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 본 법률(안)은 인터넷상 사생활 보호의 기본법이 되는 「전기통신 사생활보호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18)의 개정법률이다.
■ 주요내용
LAW&CASE

○ (수색영장주의) 기존의 ECPA의 법문을 간단하게 하면서 경찰이 개인의 통신 및 모바일
기기의 위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search warrant)의 발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2조 2).
-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강제 공개(Compelled Disclosure)19)(제2조(a))
-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자발적 공개(Voluntary Disclosure)20)(제2조(b))
- 통신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기관에 통신에 대한 또는 그에 관련되는 특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 ‘지리위치정보 보호(Geo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3조).

※ 지리위치정보 보호의 규율 체계(추가되는 CHAPTER 120)
§2601.

정의(Definitions)

§2602.

지리적 정보의 습득과 공개(Interception21) and disclosure of geolocation information)

§2603.

§2604.

§2605.

정부 기구에 대한 지리위치정보 공개의 금지
(Prohibition on disclosing geolocation information to governmental entities)
불법으로 획득한 지리적 정보의 증거 사용 금지
(Prohibition of use of unlawfully obtained geolocation information as evidence)
민간 피해의 회복과 권한을 받은 행정적 규율
(Recovery of civil damages and administrative discipline authorized)

18) 이하 ECPA라 한다
19) United States Code(U.S.C.) 제18장 제2703조(section 2703 of title 18) 수정
20) U.S.C. 제18장 제2702조 제(a)(3)항(Section 2703(a)(3) of title 18) 수정
21) (6) Intercept - The term 'intercept' means the acquisition of geolocation information through the use of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device.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129

■ 법안에 대한 평가
○ (기업 및 시민단체의 입장) 아마존, 애플, AT&T, 이베이,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의 회사가 ECPA 개혁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보수
LAW&CASE

시민단체 역시 ECPA 개혁에 대해 긍정적이다.

○ (법무부의 입장) 전자메일에 대해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adverse impact)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강화된 엄격한 법적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의 수사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참고문헌
http://news.cnet.com/8301-13578_3-57572957-38/police-would-need-warrants-for-e-mail-phone-tracking-bill-says/
http://lofgren.house.gov/images/stories/pdf/online%20communications%20and%20geolocation%20protection%20
act%20-%20lofgren%20-%20030413.pdf

獨 연방법무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입법

4

예고(2013.3.5)

■ 개요
○ 연방법무부는 2013.3.5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22) 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법률안은 「연방정보기술보안(안전)청(BSI)의 설립에 관한 법」,
「연방범죄수사청법」23), 「텔레미디어법(TMG)」24), 「전기통신법(TKG)」25) 중에서 IT의
안전과 관련한 일부 규정들을 새로 추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22) Entwurf eines Gesetzes zur Erhohung der Sicherhei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23) Das Bundeskriminalamtgesetz
24) Das Telemendiengesetz
25) Das Telekommunik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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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 (사이버공간 위험성 증대) 독일 기업의 절반은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
상호작용과 통합의 정도에 따른 개별 분야들은 물론 독자적인 IT 시스템
LAW&CASE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의 기능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의 증대와 더불어 의존성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공격은
전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듯이 IT 관련 사고는 이제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다.

○ (사이버 안전성 확보 목적)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텔레미디어서비스제공자(ISP)
뿐만 아니라 주요기반시설운영자에게도 IT 안전성(IT-Sicherheit)에 대한 최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
○ (주요기반기설의 개념 도입)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설립에 관한 법률26)(이하 BSIG라
한다)」에 ‘주요기반시설(Kritisch Infrastruktur)’의 개념을 도입한다.
- 이에 따르면 ‘주요기반시설’이란 에너지, 정보기술 및 통신, 운송 및 교통, 건강, 물, 식량
(식품), 금융 및 보험 영역에 있는 시설 또는 설비(그 일부도 포함)로서 공동체의 기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중지나 침해로 인하여 공급부족이 지속되거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제2조제10항).

○ (BSI의 새로운 직무 추가)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직무를
추가한다(제3조제3항).
- BSI는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전을 위한 중앙 기관으로서 주요기반시설의 정보
기술의 안전성(제8a조) 및 주요기반시설운영자의 정보기술의 안전성을 위한 중앙 신고
센터(제8b조)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다.
- BSI는 주요기반시설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들의 정보기술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할 수 있다.
26) Das Gesetzes uber das Bundesamt fur Sicher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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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이란 정보의 처리 또는 전달을 위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제2조 제1항).
※ ‘정보기술의 안전성‘(보안성)이란 정보기술시스템(우리의 정보통신망과 유사함), 구성요소 또는 처리
과정에서 또는 이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의 가용성, 무결성 및 기밀성과 관련한 특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항).

LAW&CASE

■ 「연방범죄수사청법(BKAG)」의 개정내용

○ 컴퓨터 관련 범죄에 개입하는 연방범죄수사청의 영역 확대
- 연방범죄수사청(BKA)은 형사소추의 영역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컴퓨터
업무방해범죄(형법 제303b조)가 독일 연방 내외의 안전과 관련하여 또는 생활상 중요한
시설 중 안전에 민감한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연방범죄
수사청은 이에 대한 수사를 한다.

○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컴퓨터업무방해죄 외에 데이터탐지죄(제202a조),
데이터취득죄(제202b조), 데이터탐지 및 취득의 예비죄(제202c조), 컴퓨터사기죄
(제263a조), 데이터손괴죄(제303a조)를 추가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1문 제5호).

■ 「텔레미디어법(TMG)」의 개정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추가(제13조 제6항)
- 서비스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유상으로 제공되는 텔레미디어에 대하여 전기통신
시스템과 데이터처리시스템을 불법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전기통신법(TKG)」 일부 개정

○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성(제109a조 제4항)
제1문 : 공중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이 접근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SP)는 전기통신망과 전기통신서비스의 침해사고에 대해서 지체없이 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 연방망규제청(BNetA)에 통지해야 한다. 이 침해사고는 이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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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거나 이용자 또는 통신가입자의 전기통신시스템이나 서비스처리
시스템에 불법 접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통신망운영자나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지해야 한다.
제2문 : 연방망규제청은 BSI에 보고해야 한다.
제3문 : 장애가 이용자의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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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효과적이고 접근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고, 이리하여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처리시스템에서 야기된 장애를 인식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 법률안에 대한 반응

○ (경제계 비판)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신고의무의 투명성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 참고자료
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DE/Gesetzestexte/Entwuerfe/Entwurf_it-sicherheitsgesetz.pdf?__
blob=publicationFile

독일 연방의회, 『통신가입자의 기본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률(안)』

5

의결(2013.3.20)

■ 개요
○ 독일 연방의회는 2013.3.20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통신가입자의 기본정보27)(이하
‘가입자 기본정보28)’라 한다)를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안)」29)을 의결하였다.

27) 독일 전기통신법상 가입자 기본정보(또는 통신자료)는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자료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통신자료로서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과 같이 IP 주소나 PUK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8) ‘가입자 기본정보’란 통신서비스에 대한 통신계약의 성립, 내용, 변경 또는 종료 등을 위해서 수집되는 특정 가입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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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는 2012.10.24 이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2013.3.11 연방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전문가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이 공청회에서 개정 법률안의 위헌성이 제기되어
내무위원회는 야당의 협력을 얻어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LAW&CASE

■ 법률안의 목적

○ (법률요건 명확화) 이 법률안은 가입자 기본정보를 필요로 하는 해당기관(예를 들어
형사소추기관인 사법경찰 및 검찰, 범죄예방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 및 연방경찰,
세관범죄수사청, 연방헌법보호청, 연방정보기관, 연방군사정보기관 등)이 가입자
기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 (투명성 확보) 종래 해당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가입자
기본정보를 수집하여 왔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에 관한 명확한 수권규정을 마련할 뿐 아니라 통신가입자 기본정보에 대한
수집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입법 배경

○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법률안은 2012.1.24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가입자 기본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기존의 법률규정들은 본질적으로 헌법에 합치하지만, 법률규정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헌법에 합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들 규정들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이들 규정들을 2013.6.30까지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규정들은 위헌무효가 되어 적용할 수 없다.

○ (연방헌법재판소의 개정 요청)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고 입법자에게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자메일주소, 은행계좌번호,
접속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등의 비밀번호 및 P I N번호 등을 말한다. 가입자 기본정보에는
통신사실자료(Verkehrsdaten)나 통신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9)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derung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und zur Neuregelung der
Bestandsdatenausku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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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요청하였다. 즉 입법자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접근보안코드(예를 들어 휴대폰의 PIN, PUK 등)는 이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시점에 할당된
LAW&CASE

IP주소가 인터넷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명백한 법률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 전기통신법 개정(제1조)

○ (정보 제공 절차 개정) 이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해당기관의 정보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한 전기통신법 제113조의 개정이다.

제1항

상업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에 협력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
이라 함)는 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서 계약관계로 발생하는
가입자의 기본정보(전기통신법 제95조30))와 통신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제공해야 될
가입자의 기본정보(전기통신법 제111조31))를 제3항에 규정된 각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1문). 정보의무자가 제공해야 될 데이터에는 단말기에 접근을 보호하는 데이터
또는 이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장치 및 이 단말기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장치에 접근을 보호하는 데이터도 포함된다(제2문). 특정시점에 할당된 IP 주소로도
정보요청에 제공해야 될 데이터가 특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실정보가
자동으로 이용될 수 있다(제3문). IP주소를 근거로 특정되는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용될 수 있다
(제4문).

제2항

정보요청기관은 구체적인 경우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의 수사를 위해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기관의 법률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규정을 적시한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기관에게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허용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 정보는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에 전달되어서는 아니된다. 지체의 위험이 있어서 다른 형식으로 요청된
경우에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사후에 서면으로 그 요청이 증명
되어야 한다. 정보요청의 허용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 언급한 기관이 부담한다.

제3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기관은 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를 소추하는 기관
(예를 들어 수사경찰 및 검찰), ②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예를 들어 예방경찰), ③ 연방 및 주의 헌법보호청, 군사정보기관, 연방정보
기관(제3항)을 말한다.

30) 독일 전기통신법 제3조 제3호의 사용자 기본정보.
31)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안전기관의 요청에 제공해야 할 가입자의 기본정보로서 호출(전화)번호 및
다른 접속표지, 호출번호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계약개시일, 자연인의 경우 생년월일, 유선전화의 경우 접속지의 주소,
휴대전화접속과 휴대전화기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 이 기기의 번호, 계약종료시점을 말한다.
32) 연방통신망청(Bundesnetzagentur)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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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들 데이터를
지체없이 전부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제공의무자인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관련자 및 제3자에게 정보제공의 요청과 제공에 대해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항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영역 안에서 정보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자는 요청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접수하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전자
중개소를 설치해야 한다. 전자 중개소는 전기통신법이 규정한 기술적 지침의 기준(전기
통신법 제110조 제3항32))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함. 이것은 제3자가 권한없이 데이터를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중개소에서는 책임있는 전문가가 모든 정보제공요청이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후에 비로소 요청에 관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제2조)

○ 형사소송법에 제100i조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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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사실관계의 조사와 피의자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범죄의 혐의는
요건이 아님),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수집한 가입자의 기본정보(전기통신법 제95조
및 제111조)가 요청될 수 있다(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1문). 요청정보가 단말기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이 단말기의 저장장치 및 이 단말기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2문의 접근보안코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정보가 요청될 수 있다.

제2항

특정 시점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제1항의 정보가 요청될 수 있다(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3문).

제3항

단말기 등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제1항 제2문)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명한다.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나 검찰수사관
(법원조직법 제152조)도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원의 판단이
보충되어야 한다. 관련자가 이미 정보의 요청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또는
데이터의 이용이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문 내지
제3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문 내지 제3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0i조 제3항).

제4항

관련자는 제1항 제2문 및 제2항의 사례에서 정보제공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로 인하여 정보제공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 한 즉시 관련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가 제3자나 관련자 자신의 중대한 보호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통지는 중지된다.
제2문의 통지가 유예되거나 제3문에 의해서 통지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5항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정보제공요청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질서벌(과태료 부과 또는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질서벌의 구류처분) 및 강제수단(감치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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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범죄수사청법(BKAG) 개정

○ 연방범죄수사청법은 개인정보수집(제7조), 국제테러대응 개인정보수집(제20b조),
헌법기관의 구성원 및 BKA의 직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제22조)과 관련사항을
LAW&CASE

개정하였다.

○ (개인정보수집요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제1항

BKA는 중심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저장,
변경,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특히 제2조 제2항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사실관계를 보충하거나
공공기관이나 비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를 평가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제3항

연방범죄수사청은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중심기관으로서의 BKA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기준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기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정보가 단말기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이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 단말기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장치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이 존재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정보가 요청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의한 정보는 특정 시점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3문).

제5항

제3항 제2문에 의한 정보요청은 연방범죄수사청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의 청구로 법원이
명한다.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연방범죄수사청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이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지체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관련자가 이미 정보의
요청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또는 데이터의 이용이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문 내지 제3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6항

관련자는 제3항 제2문 및 제4항의 사례에서 정보제공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 한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가
제3자나 관련자 자신의 중대한 보호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통지는 중지된다. 제2문의
통지가 유예되거나 제3문에 의해서 통지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
되어야 한다.

제7항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지체없이 전달해야 하며,
이 때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법보상법(제23조)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

○ (국제테러대응 개인정보수집)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범죄수사청법 제20b조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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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정보가 단말기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이 단말기의 저장장치 및 이 단말기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정보제공이
요청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의한 정보는 특정 시점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전기통
신법 제113조 제1항 제3문).

제5항

연방범죄수사청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만이 제3항 제2문에 의한 정보요청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명한다.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연방범죄수사청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이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지체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관련자가
이미 정보의 요청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또는 데이터의 이용이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문 내지 제3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는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6항

관련자는 제3항 제2문 및 제4항의 사례에서 정보제공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 한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가
제3자나 관련자 자신의 중대한 보호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통지는 중지된다. 제2문의
통지가 유예되거나 제3문에 의해서 통지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
되어야 한다.

제7항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받은 데이터를 지체없이 전달해야 하며,
이 때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법보상법(제23조)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

○ (BKA의 직무 보호) 헌법기관의 구성원 및 BKA의 직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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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방범죄수사청은 헌법기관의 구성원 및 BKA의 직무 보호(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연방경찰법 제21조 제3항 및 제4
항은 준용한다.

제2항

연방범죄수사청법 제5조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적으로 전기통
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로부터 전기통신법 제95조 및 제111조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1문). 제1문의
정보요청이 단말기에의 접근이나 이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저장설비에의 접근을 보호하는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2문)에는 이 데이터의 이용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가 요청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의한 정보는 특정 시점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전기통
신법 제113조 제1항 제3문).

제4항

연방범죄수사청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만이 제3항 제2문에 의한 정보요청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명한다.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연방범죄수사청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이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지체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관련자가
이미 정보의 요청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또는 데이터의 이용이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문 내지 제3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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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정보요청을 근거로 영업상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서
비스제공자의 보상에 대해서는 사법보상법 제23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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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관련자는 제2항 제2문 및 제3항의 사례에서 정보제공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 한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가
제3자나 관련자 자신의 중대한 보호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통지는 중지된다. 제2문의
통지가 유예되거나 제3문에 의해서 통지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
되어야 한다.

■ 연방경찰법(BPolG)의 개정

○ (사실관계 조사 및 소재지 파악을 위한 정보요청) 제22a조를 새로 추가한다.

제1항

사실관계의 조사나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정보가 단말기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이 단말기에 설치된 저장장치 및 이 단말기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제공이 요
청될 수 있다(연방경찰법 제22a조의 제1항)

제2항

제1항에 의한 정보는 특정 시점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3문).(연방경찰법 제22a조 제2항).

제3항

제1항 제2문에 의한 정보요청은 제58조 제1항에 의한 법규명령에 정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의 청구로 법원이 명한다.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이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판단이 보완되어야 한다.
관련자가 이미 정보의 요청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또는 데이터의 이용이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문 내지 제3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4항

관련자는 제1항 제2문 및 제2항의 사례에서 정보제공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 한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가
제3자나 관련자 자신의 중대한 보호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통지는 중지된다. 제2문의
통지가 유예되거나 제3문에 의해서 통지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
되어야 한다.

제5항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지체없이 전달해야 하며,
이 때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법보상법(제23조)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

■ 세관범죄수사청법(ZFdG)

○ (세관범죄수사청법 추가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세관범죄수사청법
제7조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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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본청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정보가 단말기의 접근을 보호
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이 단말기에 설치된 저장장치 및 이 단말기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제공이 요청
될 수 있다.

제6항

제5항에 의한 정보는 특정 시점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3문).

제7항

제5조 제2문의 정보요청은 관청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의 청구로 법원이 명한다.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청의 장 또는 이의 대리인이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판단이 보완되어야 한다. 관련자가 이미 정보의 요청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또는 데이터의 이용이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문 내지 제3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8항

관련자는 제5항 제2문 및 제6항의 사례에서 정보제공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 한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가
제3자나 관련자 자신의 중대한 보호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통지는 중지된다. 제2문의
통지가 유예되거나 제3문에 의해서 통지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
되어야 한다.

제9항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 연방헌법보호청법(BVerfSchG) 개정

○ (연방헌법보호청법 추가사항) 연방헌법보호청법에 그 밖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8d조를 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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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d조
제1항

헌법보호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요청이 단말기의 접근이나 이 단말기에
설치된 저장장치 또는 이 단말기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이 존재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제공이 요청될 수 있다.

제8d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정보는 특정 시점에 할당된 IP주소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3문)제1항 제2문의 정보요청에 대해서는 제8d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 그리고 제2항이 준용된다.

제8d조
제3항

관련자는 제1항 제2문 및 제2항 제1문의 사례에서 정보제공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정보 요청 목적의 위태로움과 연방 및 주의 복리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한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가 제3자나 관련자 자신의 중대한 보호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통지는 중지된다. 제2문의 통지가 유예되거나 제3문에 의해서 통지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8d조
제4항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지체없이, 완전히 그리고
적시에 전달해야 한다.

제8d조
제5항

자신들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법보상법에 의해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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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d조
제6항

통신비밀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이 제한된다.

■ 연방정보기관법(BNDG)의 개정
LAW&CASE

○ 연방정보기관법 제2b조에 그 밖의 정보제공요청을 새로 규정하였다.

제2b조

연방정보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영업상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전기통신법 제95조와 제111조에 의해 수집한 데이터
를 연방헌법보호청법 제8d조를 준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연방
헌법보호청법 제8d조 제5항에 의해서 보상되어야 한다. 통신비밀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은 제한된다.

■연방군사정보기관법(MADG)

○ 연방군사정보기관법 제4b조에 그 밖의 정보제공요청을 새로 규정하였다.

제4b조

연방정보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영업상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전기통신법 제95조와 제111조에 의해 수집한 데이터
를 연방헌법보호청법 제8d조를 준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연방
헌법보호청법 제8d조 제5항에 의해서 보상되어야 한다. 통신비밀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은 제한된다(연방군사정보기관법 제4b조).

■제한되는 기본권

○ 이 법률을 통하여 독일헌법 제10조의 통신의 비밀이 제한된다.

※ 참고자료
원 안 :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20/1712034.pdf
수정안 :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28/17128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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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이슈
美 테네시주 수사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1

Privacy Act of 1986)』 개정 제안(2013.3.19)

LAW&CASE

■ 개요
○ 미국 테네시주 수사국(Tennessee Bureau of Investigation)의 리차드 리틀헤일(Richard
Littlehale)은 미국 하원의 사법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 산하
‘범죄・테러・국가안보 및 수사 관련 하부위원회’33)에서 ‘통신 기업은 고객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저장하도록 강제하고, 수사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배경
○ 미국의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이하
ECPA)」에 대하여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과 사생활보호 단체는 국회에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의 내용 저장 강제 및 수사시 정보에 대한 접근 금지를 주장하며 해당 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의 수사기관 등은 해당 법이 현대 상황에 맞추어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기업 및 시민단체의 주장과 방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안 내용
○ (문자메세지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미국 테네시주 수사국의 리차드 리틀헤일(Richard
Littlehale)의 주장에 따르면 통신 기업들은 고객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저장해야 하며,
수사에 있어 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34) 이는 매일
송신되는 수십억건의 문자 중 어떤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 중요한 증거(key evidence)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마약밀매, 무기밀매와 관련된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33) Subcommittee on Crime, Terrorism, Homeland Security and Investigations
34) HEARING ON ECPA PART 1: LAWFUL ACCESS TO STORED CONTENT,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Room 2141,
Washington, D.C. 20515, March 19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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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8 USC §2702에 규정된 ‘비상사태(emergency)’35)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건에 있어
경찰이 사업자에게 영장 없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LAW&CASE

○ (강제적 데이터 보유) ‘강제적 데이터 보유’(mandatory data retention)에 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사법부(The Justice Department)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그들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요청한 바 있다.

■ 평가
○ (찬성의견) 미국지방검사협의회(The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미국지방보안관협의회(the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주요시경찰서장협의회(the
Major Cities Chiefs Police Association)를 포함한 주요 법집행 기관은 2012년 12월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에서의 ‘문자 메시지 강제 보유’ 규정을 「전기통신비밀보호법
(1986)」에 추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 (반대의견) ECPA의 강화된 개정 요구는 오히려 기존의 ECPA의 개정을 지지하면서
로비활동을 벌이는 기술 기업들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 “비상사태(emergency)”이라는 용어의 개정에 대해서 ACLU36)의 법제고문인 크리스
칼라브레스(Chris Calabrese)는 비상(emergency)시 고객정보의 접근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 참고문헌
http://news.cnet.com/8301-13578_3-57575039-38/cops-u.s-law-should-require-logs-of-your-text-messages/
http://judiciary.house.gov/hearings/113th/03192013_2/Littlehale%2003192013.pdf
http://gizmodo.com/349308/verizon-att-respect-your-sms-privacy
http://www.aclu.org/cell-phone-location-tracking-request-response-cell-phone-company-data-retention-chart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1/11/anonymous-hacks-forensics/
35) 18 USC 2702 (Voluntary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의 (b)(8)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provider described in subsection (a) may divulge the contents of a communication to a governmental entity, if the
provider, in good faith, believes that an emergency involving danger of death or serious physical injury to any person
requires disclosure without delay of communications relating to the emergency.
36) 원어로 American Civil Liberties Uninon라 하며 ‘미국시민자유연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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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정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에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보고서’ 의회

2

제출(2013.3.4)

LAW&CASE

■ 개관
○ 독일 연방정부는 2013.3.4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이하 BDSG라 한다)」
상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효과를 평가하여
연방의회에 보고하였다.

○ 「연방정보보호법」 제48조는 2012.12.31까지 동법 제42a조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연방정부에게 의무로 부과하고 있고, 연방정부가 이 규정의 효과를 분석한 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보고서에는 입법적 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
○ (통지의무 부과) 「연방정보보호법」 제42a조는 비공공기관(일반 기업체) 및 이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공법상 기업들에게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특별히 민감한
특정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전달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인지되어 관련자의 권리와
보호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들 기관들은 관할기관과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2a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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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a조
제1문

연방정보보호법 제2조 제4항의 비공공기관 또는 제27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은, 자신들에게 저장되어있는 1. 특별한 종류의 개인정보(제3조 제9항), 2.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개인정보, 3. 가벌적 행위나 질서위반행위 또는 이들 행위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 4.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계좌에 대한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부당하게 전달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인지되어
당사자의 권리나 보호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문 및 제5문에 의해서 지체없이 관할기관과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a조
제2문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거나 지체없이 취해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형사소추가 더 이상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41a조
제3문

당사자에 대한 통지에는 부당하게 인지된 방법의 설명과 예상되는 불리한 결과를 최
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추천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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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감독기관에 대한 통지는 이 외에 부당한 인지로 예상되는 불리한 결과의 설명과
해당 업체가 취한 조치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1a조
제5문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비용이 드는 경우 특히 관련되는 사안의 수가 너무
많을 때에는 적어도 두 개의 주에 걸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적어도 지면의 반에
해당하는 광고를 통해서 또는 관련자의 관점에서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적절한 다른
조치를 통해서 정보공시로 대신한다.

제41a조
제6문

통지의무자의 통지는 자신에 대해서 또는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통지
의무자의 가족에 대한 형사절차나 질서위반행위법상의 절차에서 통지의무자의 동의
하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LAW&CASE

제41a조
제4문

○ (벌칙규정) 관련 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연방정보보호법
제43조 및 제44조).

■ 통지의무 규정의 평가
○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우선 데이터 보호의 침해로 특히 관련자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간접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기업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유출 사고 유형 및 분석) 연방차원에서 신고된 전체 유출 사고는 305건이었고, 그 중에서
177건이 「연방정보보호법」 제42a조에 해당하였다.

- 유출 사고의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형화되었다. ① 하드웨어(USB 스틱, 노트북 등)
의 절도나 분실로 인한 상실 ② 개인 정보(은행의 입출금 내역서 등)의 잘못된 발송 및
분실, ③ 권한 없이 웹서버에 침입하거나 데이터를 감추는 행위.
- 유출 사고를 분석해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에서 그러한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된 유출 사고는 개별적으로 아래와 같다(2012.12.13).
감독기관

전체 신고수

제42a조 해당 여부

바데-뷔르템베르크(2011.03-2012.10.15)

22

14

바이에른(2012.12까지)

49

29

베를린(2011.03-2012.08)

40

22

브란덴부르크(2012.01-2012.10.0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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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2011.03-2012.10.09)

4

4

함부르크(2011.03-2012.12)

41

14

헤센(2012.02 까지)

24

21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2012.03)

0

0

니더작센(2011.03-2012.12)

19

7

노르트라인-붸스트팔렌(2009.11.20.-2012.12.06)

64

45

라인란트-팔츠(2012.02)

12

2

자르란트(2011.02.28.-2011.04.17)

1

0

작센(2012.02)

7

5

작센-안할트(2012.03)

0

0

쉴레스비히-홀스타인(2012.03 까지)

10

5

튀링엔(2011.12.09.-2012-04.03)

4

4

연방(2012.02)

6

4

- 도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감독기관들은 EU의 관련법이나 독일의 해당 법률에
의하여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유출 사고가 제42a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평가의 결과 및 제안
○ (개정의 필요성 여부) 연방정부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시 해당 업체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연방정보보호법」 제42a조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 이 규정의 정당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실무에서
수용되어 있고 투명성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기업 내에서 데이터보호에 관한
의식도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연방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연방정부는 신고의무가 유럽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규칙 내에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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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내용
○ 주요기반시설 개념 도입(제2조 수정)

LAW&CASE

-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설립에 관한 법률(BSIG)에 ‘주요기반시설’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주요기반시설’이란 에너지, 정보기술 및 통신, 운송 및 교통, 건강, 물, 식량(식품), 금융 및 보험 영역에
있는 시설 또는 설비(그 일부도 포함)로서 공동체의 기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중지나
침해로 인하여 공급부족이 지속되거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제2조 제10항).

○ BSI의 새로운 직무 추가(제3조 수정)
-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에게 기존의 직무 외에 새로운 직무를 추가함. 제3조 제3항 : BSI는 주요기반
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전을 위한 중앙 기관으로서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전성(제8a조) 및
주요기반시설운영자의 정보기술의 안전성을 위한 중앙 신고소(제8b조)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다.
BSI는 주요기반시설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들의 정보기술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문
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규정 도입(제8a조 수정)
- 주요기반시설운영자는 자신들의 정보기술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처리과정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규명령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적절한 조직적 기술적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기술시스템, 구성요소, 처리과정은 자신들의 주요기반시설의 기능에 중요
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현재의 기술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직적 기술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들은
이에 필요한 비용이 해당 주요기반시설의 중지나 침해의 결과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제1항).
- 기술 수준이란 단계적인 절차, 시설 또는 운영방식의 발전수준을 말함. 이것은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의
침해로부터 정보기술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처리과정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적합하다고
안전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 수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비교할 수 있는 절차, 시설, 운영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실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어야 한다(제2항).
-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자와 이들의 영역별 단체는 영역에 특별한 보안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BSI는 영역에
특별한 보안기준이 제1항의 요청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BSI에 의해서 승인된 영역별 특별한 안전기준들은 제1항에 의한 조직적 기술적
그리고 그 밖의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제3항).
- 주요기반시설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조직적 기술적 그 밖의 조치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법률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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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법규명령의 발효 후 적어도 2년마다 승인된 감사기관에 의하여 보안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반시설
운영자는 적어도 매 2년마다 BSI에게 수행된 보안감사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보안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BSI는 보안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전체 보안감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안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BSI는 지체없이 이를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

LAW&CASE

- 연방의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절차에 요구되는 사항이
제1항 내지 제4항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제5항).

○주요기반시설운영자를 위한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중앙 신고센터 도입(제8b조).
- BSI는 제8a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정보기술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절차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주요기반
시설 운영자를 위한 중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제1항).
- BSI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제2항).
1.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정보, 특히 안전상의 결함, 악성프로그램,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우 그리고 이때에 관찰한 공격행위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2. 관할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주요기반시설의 가용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3.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의 안정성에 관한 상황도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야 한다.
4. 주요기반시설운영자와 관할 감독기관은 지체없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해당 정보와 경험으로
획득한 관련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주요기반시설의 정보기술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처리과정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 주요
기반시설운영자가 지체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률에 의한 법규명령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통신체계를 구축하기(제3조 제1항 제15호) 위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이와 언제나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제3항).
- 주요기반시설운영자는 제3항의 비상연락담당자를 통해서 정보기술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처리과정의
중대한 침해, 즉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요기반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사고를 지체없
이 BSI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 연방의 법규명령을 근거로 이미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규명령에 지명된 신고센터 또는 감독기관은 제4항의 중대한 IT 보안
사고에 대한 신고를 BSI로 전달해야 한다(제5항).

○BSI의 보고의무(제13조)
- BSI는 연방 내무부(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n)에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제1항).
- 이 보고는 적어도 요약보고서로 매년 작성되어야 하며 연방 내무부는 이 보고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정보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알려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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