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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동훈(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Comm. & Tech. Lab 소장)

1. 사물인터넷, 전망과 장애
“Connected”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는 매년 10대 전략기술을 발표하며 IT 업계에 중요한
기술을 소개한다. 가트너는 2012년부터 사물인터넷을 핵심 기술로 매년 소개하며
현재와 미래를 이끌 기술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제 더 이상 사물인터넷은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 없이, IT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게다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예측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형이
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이 2014년 6558억달러에서 2020
년 1조7000억달러으로 급성장한다고 전망할 정도로 시장성도 넓으며 그 속도도 빠
르다.
IoT(Internet of Things) 또는 IoE(internet of Everything)로 불리는 사물인터넷
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소
통하는 기술을 말한다.

사물인터넷의 ‘사물’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의 구성요소이므로, 전체로서의 사물인터넷은 개별 단말
소유자나 기본 인프라서비스 사업자 단독 통제 하에 놓일 수 없게 된다. 모바일 산
업이 발전하며 모바일 생태계를 C-P-N-D로 언급하며,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의 산업군이 상생과 공생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왔다면, 사물인터
넷은 S-P-N-D로 언급되며 콘텐츠가 서비스로 발전하는 형국이다. 사물인터넷은 IT
산업의 하위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며, 클라우드, 스마
트 그리드, 나노기술 및 로보틱스와 같은 다른 시스템과 및 기술과 연결될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사물인터넷 경쟁력은 해외 주요국에 비
해 아직은 미흡하지만, ‘국가별 사물인터넷 준비지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 (IDC,
2013)로 세계시장 선도할 만한 잠재력은 충분하다.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산업 분야
가 관련되어 있어, 신사업 창출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
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적인 변화수단
일 뿐만 아니라 ICT와 타 산업 사이에서 융합 활성화 기반으로 기능하는, 결국 모
든 것을 ‘connected’하는 중심이자 대상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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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미래가 마냥 장밋빛으로만 존재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따라 늘 따라붙는 얘기이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기술을 따르
지 못하는 현존하는 정책과 법률은 혁신의 창조와 확산을 방해한다. 부가가치를 높
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신산업에 대한 가치 및 기대는 높이 평가되지만,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법제도 기반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과 관
련된 가장 큰 법적 문제는 디지털과 관련되어 늘 따라붙는 개인정보와 보안, 그리
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인한 행정부처 소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미래 핵심 기술로 예상하는 사물인터넷이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해있는지, 그
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물인터넷 산업의 확산을 준비하는 마중물의 역
할을 하고자 한다.

2. 사물인터넷, 혁신의 과제
“Disconnected”

하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사물인터넷의 적용가능성이 가장 유망한 분야로 언급
되는 산업은 헬스케어(healthcare)이다. U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웨어러블 헬
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역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이다. 헬스케어가 디지털과 만나 이용자
에게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경험을,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그리고 정부에게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ICT와 헬스케어가 만나 (잠재
적) 환자 모니터링 툴이 통합되면서 결국 무선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고, 가장 혁신적인 방식은 역시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를 대표하는 ICT 헬스케어는 역시 모바일 헬스케어이다. Frist &
Sullivan은 모바일 헬스케어가 휴대전화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모바일 기
기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무선 생체신호 측정이나 위치감지 텔레모니
터링 시스템, 무선 헬스 추적기능 등의 기능으로 무장하여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안정된 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센싱
기능과 정보를 축적하는 클라우딩, 이러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보안기
술이 핵심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헬스케어 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의 유출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서는 2013년 9월 25일에 모바일 앱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Mobile
Medical

Aplications

Guida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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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Staf)을 발표한 바 있는데, 법적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데이
터의 무분별한 공유를 통해 애플이나 구글, 삼성 등 플랫폼을 소유한 업체와 보건
의료와 관련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서비스제공업자(health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HISPs)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사회적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건강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로 인해 다양한 건강 정보가 생산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생산된 건
강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규제 대상
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
가로부터 출발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
향력을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인정보 정책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냥 고수하기에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기 쉽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
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개인 정보보호 체계를 갖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 여부
를 위해 일일이 옵트인(Opt-In) 방식을 취해야 하고, 이는 결국 사물인터넷과 관련
된 서비스의 개별 사항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요구한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이 갖는
복잡한 ‘connected’ 환경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일일이 동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disconnected’한 환경을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를 가입할 때 약관을
모두 보고 일일이 동의해야 하니 겉보기에는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가 어디에 활
용될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자는 길고 복잡한 약관을 일일이 고지받는
일을 피곤하게 여길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
고서‘를 보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는 경우는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작, 동의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
는 상황이다. 사물인터넷 시대는 이렇게 개인의 동의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
잡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얽히고설킨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
일한 고지와 동의 의무를 요구하는 현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며 대중
에게 조금씩 알려진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2013년 12월
아마존이 소형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배송계획을 발표하며 전세계에 드론이라는 별칭
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CES 2015에서 드론 전용 전시관이 최초로 설치되는 등
드론에 대한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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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군사용을 포함한 드론 시장의 규모를 2014년 약64억불, 그리고 10년 뒤인
2023년에는 최소 100억불이상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상업용은
현재 기준으로 약 10%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규제가 유지된 전제의 예
측이므로 만일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 확장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무인기기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미국연방항공청이 드론의 상
업적 이용 제한을 해제할 경우 2015년까지 미국에서만 820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하루에 2천 7백만불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항공법에서 ‘초경량비행
장치’로 정의하는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손
으로 들고 다닐 크기의 드론은 사업용이 아닌, 12kg 이하일 경우 신고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비행금지구역도 한강 이북과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항공법이 규정하
는 제한이 매우 제한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항공법 내 12kg의 규정이 타당한
것인지, 고도 150m내의 가시거리에서만 운항가능한 조항이 현실성이 있는지, 비행
금지구역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종사 자격제도는 타당한지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한 현재 규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할 것이다. 상업용 드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드론 시장의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고, 단지 항공법뿐만 아니라, 전파법,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드론
에 적용 가능한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의 법체계에서
는 단일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
부처 시스템에서는 단일 부처가 관할할 수 없는 다양한 부처 영역을 넘나들 것이
다. 그렇다면, 인허가와 관련된 부처 간의 갈등과 책임전가,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과중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물인터넷은 그 기대만큼 걱정도 크기
마련이다.
보안문제는 어떠한가? 사물인터넷이 조금씩 소개되면서 알려진 보안사례는 기사를
통해 정리해볼 수 있다. 길민권(2014) 기자가 정리한 사물인터넷 보안 침해사고 사
례를 살펴보면, 냉장고, TV 해킹을 통해 1년간 75만 건의 스팸메일을 발송시킨 사
례, 필립스사에서 출시하는 LED 전구 제어시스템 해킹, 리눅스 탑재 PC, 가정용
라우터,

셋톱박스,

CCTV

등

다양한

디바이스

감염시킬

수

있는

신종

웜

Linux.Darlloz 발견, 러시아, 중국산 다리미, 주전자에서 무선네트워크 접속 및 도
청 기능 탑재된 칩셋 발견 등을 들 수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무선통신망을 통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와 연결해 차량을 원격제어하는
해킹 사례 또 의료분야에서는 심박기에 내장된 전송기의 펌웨어를 해킹해 전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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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원격제어하는 해킹 시연, 인슐린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슐린 펌프의 통신
주파수 해킹을 통해 인슐린 투여량을 원격에서 조작하는 해킹 시연 등이 이루어졌
다. 이외에도 스마트미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평상시 전기요금의 50%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수력발전소 스카다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펌프 오작동을 일으키
고 IP 카메라 주소만 알면 온라인으로 영상 및 음성을 도감청 가능한 사례 등이 이
슈가 된 바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구성 요소별 보안위협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단말/센서 부분에서 관리 부주의로 인한 분실·도난 및 파괴, 웜·바이러스 감염 등에
따른 정보유출 등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신호교란, DDos 공격 등을
통한 가용성 침해, 도·감청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위·변조 등 위협이 예상된다. 그
리고 플랫폼/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내부시스템의 취약한 보안설정 및 설계로 인
한 비인가자 접근, 해킹 및 윔·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정보유출 등이 그 위협으로 예
상된다.
이상과 같이 사물인터넷이 넘어야 할 장벽은 첩첩 산중이다. 기술적 발전도 문제이
지만 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
다. 다음 장에서는 특히 사물인터넷의 규제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사물인터넷, 현행 규제의 문제점
금년 3월,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가 한국에서 사업을 중
단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이었지만,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
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
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없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이유로 지도와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하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국토교
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현재까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허
가해주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외반출을 위한 협의체를 관
계기관장과 협의를 통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행
부, 산업부, 국정원)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는 경우 국
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식의 여전히 정부의 허가 그것도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지도반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위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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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제로 LBS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위원회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조항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기밀의 공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
용과 시간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이 된다.
지도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데이터의 역할을 한다. 구글
맵과 구글 어스 등은 다양한 매쉬업(mash-up)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
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구굴맵 기반의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갖는 유사 사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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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시스템

회

마련

융합 기술은 국민들의 안전 및 생활

현재 환경 및 재난, 안전등에 ICT

현장 적용이 불가

서의 인증규격(형식승인) 부재로 실제

등)에 통신기능 등이 추가된 스마트센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Ÿ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

비자의 안전∙보안과 직결된 만큰 단

말기 신뢰성 확보가 필요

등),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 (안전) 소방관련 설비(비상안내지시등

Ÿ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제36조(소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Ÿ

관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에는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나 제3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한 경우

기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나, 소

- (교통) 차량 ICT를 위한 다양한 단말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 문제 발생

불명확한 인증항목 및 절차로 인해 시간

스마트

인증제도

단말기에 대한인증제도 미흡

초연결 사회의 핵심요소인

- (의료) ICT 융합형 의료기기에 대한

Ÿ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기 전이

스마트 단말이 핵심 요소

제15조제2항∙제6항에

제12조

∙환경이 스스로 환경을 인지∙처리하는
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27조(시험검사)

물인터넷 등장

의료기기법

Ÿ

보가 생선∙수집∙공유∙활용되어 사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관련 법

- 이러한 초연결 사회를 위해서는 사물

Ÿ

현황 및 문제점

단말기

스마트

제목

금융위원

사업팀

인터넷신

과학부

미래창조

소관부처

<표 1>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소화 제도 마련

ICT 융합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스마트단말기 인증제도 마련

지능형 ICT 차량 서비스를 위한

단말 신규 인증규격 마련

소방시설물 등 안전관련 스마트

Ÿ

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령외에 화재/안전/환경등의 시

여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 해소 필요

설물에 대한 검정기술기준을 보완하

신 사물인터넷기술을 적용한 소방시

- 스마트센서기반 무선감지기 등 최

Ÿ

른 단말 인증제도 마련

정보의 신뢰도 저하 발생 우려에 따

네비게이션 등)의 시장 참여로 수집

한 단말기 사업자(OBD, 블랙박스,

- 차량 ICT 서비스 활성화 시, 다양

Ÿ

허가수수료 정책 마련

민간 인증기관에 허가업무 위임 및

- 위해도가 낮은 의려기기에 한하여

기기의 인증 문제 해결

대부분의 웨어러블 스마트 헬스케어

해 인증항목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및 u-헬스 관련 특별법 발의를 통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인증항목

Ÿ

개선방안

투자

금융/

제도

인증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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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평가

제도

원

IT감독국

IT총괄팀

개선

거래인증

금융감독

전자금융

도입

제도

혜택

할인

보험료

도입 시

Ÿ

Ÿ

Ÿ

Ÿ

Ÿ

Ÿ

경우 이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함

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
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

법령 및 규제의 추가는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 정책과 방향을

달리하는 바, 환경 및 재난, 안전등

에 ICT 기술을 추가하여 별도의 시

스템을 구축하는 기관 및 기업은 보

험요율 산출에 이익을 주어야 함

대체하는

‘보안가군’

현행

평가를

인증평가 간소화

- 인증평가를 이원화하여 문서만으

복 투자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보수성을 감안

할 때 금감원의 인증평가제도는 유

과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중

법 출연은 요원

후 인증평가기관 기술평가와 인증

- 업체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완료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완료되어야 인증평가기관에 기술

- 현재는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이

Ÿ

이내 심의 완료 필요

- 인증평가기관 평가완료 후 1개월

평가방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

- 제17조(평가업무 수행)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인증방법 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업무

의 관계)

심의 절차, 제11조(보안성심의 절차와

- 제9조(평가심의 요청), 제10조(평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세부 운영규정

를 페지하더라도 다양한 간편결제방

간소화 하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화에 차질이 불가피

보안인증 심의를 진행할 경우 사업

공인인증서를

기존과 같이 인증방법평가위원회에석

의 간편 결제 등

및 결제, 다양한 자판기 및 모바일간

차례 재심의 될 경우 1년이상 소요

Beacon을 활용한 결제, M2M 과금
금감원 규정

- 재심의 경우 3~4개월 소요로 몇

- RFID 태그 센싱을 통한 간편결제,
Ÿ

회의를 통해 심의

-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년 3~4회

의 통신을 이용한 결제가 이루어져

야 구성원간 BM 구체화가 가능

Ÿ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물간

인증평가 상설화

ICT 장비 및 시스템이 도입 될

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보험회사가 산출하는 보험요율에

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

으로 판단되나, 업체의 투자를 이끌
Ÿ

보험료 할인 방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

편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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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팀

인터넷신

미래부

제정

지정법

특구지역

IoT

Ÿ

Ÿ

Ÿ

Ÿ

서비스의

고 있으나 이의 한계를 벗어나

전특구’는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리빙랩

용하는 특정구역 설치를 진행하

등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발

완화 조항 신설

입 및 한시적 운영에 대한 규제

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신기술 도

계)를 활용하여 한정된 지역 내

별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로운 정책 방향 발굴 가능

도출을 통하여 제도 개선 및 새

도 향상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

베드 운영을 통하여 기술의 완성

사물인터넷 특구를 통한 테스트

터넷 관련 신기술을 실제 소비자가

벨기에

Ÿ

Ÿ

Ÿ

업 창출에 기여

및 조기 시범사업으로 통한 신산

제를 완화함으로서 신기술 적용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

및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

-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

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걸쳐 특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4조(특구의 지정 등)

따른다.

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

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

-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Living Lab)과 같이 다양한 사물인

핀란드

능한 지역 단위의 테스트 베드 필요

를 활용하여 첨단 서비스 창출이 가

함께 발전된 대한민국의 ICT 인프라

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의 기업들이

례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뿐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관한 특별법’ 및 지역특화 발전을 위

현재 공표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창출이 지연되고 있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관계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ICT

당 산업 관련 법령의 대처가 늦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적용을 위한 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사물

스트 베드 구축이 필요함

평가를 목적으로 다른 법령의 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운영 보다는 소규모 지역 단위의 테
Ÿ

의 타당성 검증 및 상호 운용성

소규모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 베드

지역 단위의 사물인터넷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특구 내애서 기술

Ÿ

인서 교부 단계에서 진행

부와 현장실사는 심의 완료 후 승

현장 실사는 평가내용과의 일치여

증 및 상호 운용성 평가를 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타당성 검

지되어야 함

로 기술평가와 심의를 진행하고

발특구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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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호윤리

개인정보

위원회

방송통신

개선

제도

사전동의

수집

정보

IP주소

대상물의

IoT

Ÿ

Ÿ

Ÿ

개인정보보호법

경우

임

석이 관련 사업의 필수작업이 될 것

되고 IP간 전달되는 정보의 수집∙분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IP주소가 부요

특히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될

성 적용범위가 불명확함

요건인 식별가능성 및 결합의 용이

하는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포함)의

수집∙이용 시 사전 동의를 필요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제22조제1항

정보를 말한다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제2조제1항제6호

Ÿ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

제15조제1항제1호

포함한다)를 말한다.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제2조제1호

Ÿ

식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 등

경우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개인

보의 분석을 기반에 둔 사업을 할

않고, 기기의 IP주소와 교류되는 정

- 특정 개인의 고유정보를 수집하지

준 제시

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기

합의 용이성 및 이에 기반을 둔

- 개인정보의 유형을 분류하고, 결

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의 적용범위에 대한 가

정 및 규제 개혁 방안 설립

드백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자가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필요

국가차원의 사물인터넷특구의 지

기술

발전 방향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피

제공함으로서 사용자 중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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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규제

금지

반출

국외

데이터의

지도

국내

-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
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등 또는 측
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
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

국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임

-지도 반출 제한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의심되면, 그에 따르는 폐해는 적지 않

금지)

가져옴

법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제 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해외유출은

Ÿ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는 점에서 지도데이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제15조제1항

위치정보를 말한다

-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 안보상 지도반출이 금지된다지만, 외

Ÿ

관한 법률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제2조제2항

Ÿ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Ÿ

령 개정이 필요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

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 사물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기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국

- 14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통한 국외유출의 가능성을 두었지만, 결

정시기 및 결정 내용 등이 명확하게 명

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됨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기록을 복

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

2013.3.23>

발급을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

-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

람 등)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6.3>

-2014년 6월 3일 관계법령인 ‘측량,수

어 (제16조 2항), 유관부처의 협의체를

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등)
제 14조 (기본 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

계 기관의 장과협의체를 구성하여 국

서비스인 ‘워키토키 서비스’의 무용지물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

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

음(외국인들의 불편, 시각장애인 대상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ㅌ통

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

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

- 누구든지 제 14조제3항 각 호의 어

다. <개정 2013.3.23.>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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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관련법

부

정책기획

관

개선

위한

보건복지

활성화를

헬스케어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
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
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그 개설자가 그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

하여야 한다는 취지

- 의료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국

의 경우에도 약사법 제 20조에 따라 약

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제1항),약국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여지가 있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약국을 개설할 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원격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2008.2.29.,2010.1.18>

약사법 제 44조 제 1항에 의약품의

한다.<개정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Ÿ

하여야

서

서만 가능함

의료업을

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

면 원격진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없으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발전을

헬스케어 사업이 본격적인

로 규정된 경우
Ÿ 의료법
제 33조 (개설 등)

못하면

원격진료와 같은 사물 인터넷 활용

법제도 측면에서 제거되지

- 현행 의료법 제 34조 제 1항에 의하

Ÿ

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

경우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없다. <개정 2013.3.23>

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의료법 개정 등

약사법 개정 등

산업기술 분류체계 개정 등

시장참여 규제 완화

사업 모델 제시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수익

-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용자

Ÿ

여 검토 필요

개념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하

-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Ÿ

마련해야함

다면 이에 관한 허용 기준을 별도로

- 의약품의 원격판매를 허용하게 된

Ÿ

마련이 필요

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를 의한 체계

-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가 증가함

하는 방향의 법 개정 요구

어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넘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

Ÿ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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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은

제

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 (이하

의료기기의 분류 범위

를

- 헬스케어 위료기기의 종류 및 기능이

시장 참여자에게 보다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

- 원격의료를 하는 자 (이하 “원격의
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

기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논란

- 헬스케어 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

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료의 약품 안전

청의 제조 및 판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약사법
-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제 44조 (의약품 판매)

Ÿ

는 것으로 본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

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

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

체, 솔루션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2008.2.29.,20101.18>

- 헬스케어는 의료기기업체, 통신업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또는 일반 기

<개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

됨
한다.

-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체계상 '원격 및 재택의료기기'에 해당
갖추어야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산업기술 분류

Ÿ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

것 (제3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33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

치과의사, 한의사만

- 의료인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제 34조 (원격의료)

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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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2. 제 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

경우만 해당한다)

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 2제1

1의 2. 제 44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약품센터

1.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귀의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2007.10.17>

는

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

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

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조 ,제 48조 및 제 50조에서도 같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 한다 .제 47

4. 사물인터넷,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Connected”

2014년 2월, ICT 정책의 조정 및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
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시행됐다. ICT 특별법은 사물인터넷
의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중복되거나 흩어져 있던 ICT
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됐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무엇보
다도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 예외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 규정을 마련했다.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
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
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통해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어도 사업화를 가능하게 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전략위원회)를 둔 것이며,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
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처리하게 한 것 등도 주요 사항이다. 즉, ICT 정
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인 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올바른 방
향으로 볼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도 타당하고, 법적 기반도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먼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혁신적으로 이루어
야 한다. 이래도 될까싶을 정도로 과감하며,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고
서는 우리나라가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뒤쳐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2020년을
전후로 무인자동차는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자동차는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도
로교통법, 주파수 할당,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 금지하는 측량법 등 다양한 법
률에 저촉받기 때문이다. 구글글래스나 웨어러블은 어떠한가? disconnected
된 법률 체제로는 connected된 환경을 맞이하지 못한다. 서비스 하나가 관계
되는 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작 사업자들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일일
이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서비스들이 어떤 법률에 연관되
는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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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사
물인터넷(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아직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말을 하기 어렵지만, 현존
하는 ICT 특별법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지 주목된다. 중요한 점은 급변하는 사
물인터넷 시장의 환경을 보았을 때, 마냥 사물인터넷만을 위한 특별법을 기다
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ICT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
는 방법도 있고, 이중삼중의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
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그리고 보안에 관한 법 등이 대표적으로 시
급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인데, 사물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개인의 소중
한 권리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는 현실을 고려한 관련법 개정안의 방
향성의 논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실질적인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이 이만큼 ICT 분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정부의 지원에 있다. 1994년에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이후 전국적인 광전송망과 초고속 교환망 설치를 완료하며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1995년 8월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국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의 기반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ICT 생산강국이 아닌 소비강국으로만
머물게 되었지만,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S-P-N-D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환경은 거대기업의 운영체제에
기반하지 않는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최적화 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
다. 다양한 관련 기술 발달로 사물인터넷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이 진입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실질적이며 강력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disconnected된 부처가
connected된 서비스를 해결할 수는 없다. 고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 협력이 안되니 해결도 안된다. 결국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부
각될 수밖에 없다. ICT 특별법에 따라 총리 산하에 전략위원회도 있고 실무위
원회도 두었지만, 업체는 피드백 없는 콘트롤 타워에 답답할 뿐이다. 이에 대
한 해결책은 시스템 구축이다. 규제개선에 대한 제언을 할 경우 또는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의 질의에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시스템 하나
만 갖추어도 이해관계자는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해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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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 또는 제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시화된 진행상황도를 보여주
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 후 48시간 안에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의 일정 시간 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간단한 시스템조
차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에, 업체는 기술개발과 제도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사물인터넷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어떤 정부 조직이나 체제를 갖는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 사물인터넷 분야가 국가
성장의 주요한 축임을 확신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부처와 시장의 유기적 관계
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대비해야 한다. 융합을 이야기 하지만, 부처 간 융합, 사람
의 융합은 보이지 않는다. 부처 간 칸막이식 규제를 지양하고, 융합적 관점에
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문제는 사물인
터넷 시대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무지와 자의적인 해석, 규제개선에 대한 움직
임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뿐인 정부, 실태조사만 하는 관계부처, 검
토하겠다는 말만 할뿐 실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담당자.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누구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시장은 결국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로봇, AI, 빅데
이터, 클라우드 등은 별개로 존재하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이들을 어떻게 매
쉬업하여 어떤 분야에 적용할 것인가가 바로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먹거리 사업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에 친화적인 환
경을 마련하는 것이 스마트 시대를 대처하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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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디지털 헬스케어와 제도 개선 방향

최윤섭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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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융합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15. 6. 11. 한국경제연구원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규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ver 0.2)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최윤섭,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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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정보의 클라우드 보관 허용
• EMR 및 PHR 정보의 클라우드 보관 허용이 필요
•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 유권해석으로 병원 내부 컴퓨터에만 의료 정보 보관 가능
– (의료법시행규칙제16조3항)“의료인이나의료기관의개설자가전자의무기록을안전하게관리·보존
하기위하여갖추어야할장비는…네트워크에연결되지아니한백업저장시스템”을 포함
– (의료법제23조)전자의무기록을안전하게관리/보존하기위한장비로,“네트워크에연결되지아니한백
업저장시스템”에관한언급
– 이를유권해석하여클라우드에EMR등의의료데이터의업로드가금지되는것

3

1. 의료 정보의 클라우드 보관 허용
• 의료 정보의 클라우드 보관은 digital medicine 의 구현을 위해 필수
• 미국에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및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 중
– Practice Fusion
• 미국의 112,000 명의 의사들이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EMR
• EMR 통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통해 미국 전역에 약 처방 및 질병 현황 파악 가능

– IBM Watson Health
• 보안 클라우드 기반으로 각종 건강/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 (2015. 4.)
• Explorys와Phytel인수
– Explorys: 클리블랜드 클리닉 spin-off, 360개 병원의 50m 환자 데이터 클라우드에 보유
– Phytel: 클라우드 상의 의료 데이터 분석 통해 재입원율 감소 및 치료방법 도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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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정보의 클라우드 보관 허용
• 국내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2013년 LG유플러스와 의사 협회가 의원급 클라우드 EMR 개발에 제동
• “클라우드 방식의 의료정보 솔루션에 대해 복지부는 "개인의 진료기록은 민감 정보인 건강정보로 외부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의료인의 비밀누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19조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 등 내용확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존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
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 2013년 5월 27일 디지털 타임즈, “의료법에 발목 잡힌 클라우드병원”

• 의료 정보의 보안과 활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나, 현재의 원천적 규제는 과도한 수준

• 의견 주신 분들
– 서울아산병원 신수용 교수
– LG유플러스 정국상 차장 등
5

2. 의료 기기 및 웰니스 기기의 구분 명확화
•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앱에 대해서 의료 기기/일반 기기 구분 및 규제 여부 불명확
• FDA는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국내 규제는 두세발 늦게 대응
• 모바일 앱 관련
– FDA 가이드라인 (2013. 9. 25 초안 - 2015. 2. 9 업데이트)
• MobileMedicalApplications:GuidanceforIndustryandFoodandDrugAdministrationStaff
• http://www.fda.gov/downloads/MedicalDevices/.../UCM263366.pdf

– 식약처 지침 (2013. 12. 26.)
•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 “모바일 의료용 앱의 의료기기 해당여부는 사용목적이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의료기기법 제 2조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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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기기 및 웰니스 기기의 구분 명확화
• 의료/웰니스 기기 관련
– FDA 가이드라인 (2015. 1. 20)
• "GeneralWellness:PolicyforLowRiskDevices"
• http://www.fda.gov/downloads/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GuidanceDocuments/UCM429674.pdf

– 식약처 지침 (2015년 5월 보도자료 공개, 6월 발표 예정)
• “식약처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마련”
•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7407
•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될지는 지켜봐야 함

7

–
–

레저용 목적이라면 심전도 측정계도 웰니스 기기?
만성질환자 생활 습관 개선 / 질병 경감 및 개선 (의료기기법 2조)?

2. 의료 기기 및 웰니스 기기의 구분 명확화
• 기기/앱 기획 단계에서 의료 기기/일반 기기 판단이 불가한 것도 문제
– 식약처: 질의에 의한 답변이 아니라, 의료기기 인증을 ‘신청’ 해야만, 의료 기기 해당 여부 논의 가능
– 즉, 시제품의 개발을 완성해야만 식약처의 확답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제품 기획 단계에서는 웰니스/의료기기 여부 불확실성 존재

• 애플, 헬스케어 사업 초기부터 FDA와 긴밀한 협조하에 개발 진행

• 의견 주신 분들
– 서울아산병원 신수용 교수
– LG유플러스 정국상 차장
– 힐세리온 류정원 대표
– 엠트리케어 박종일 대표
– 경희의료원 김현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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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정보 익명화 기준 명확화
• 익명화된 의료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은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하지만 익명화 기준, 대상, 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단순히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로 구분되어 철저히 보호하라‘ 수준 이상의 명확한 정의 필요
• 해외 의료 정보 익명화 활용 사례
– 23andMe: 익명화 한 개인 유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연구 및 신약 개발에 상업적 활용
– PatientsLikeMe: 환자 유래의 익명화 빅 데이터를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에 활용

• 의견 주신 분들
– 서울아산병원 신수용 교수
– 서울대학병원 최형진 교수
9

4. 유전 정보의 분석
• 제25조(유전자검사의제한)
– ①유전자검사기관은과학적입증이불확실하여검사대상자를오도할우려가있는신체외관이나성격에관
한유전자검사그밖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이정하는유전자검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 ③의료기관이아닌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질병의진단과관련한유전자검사를할수없다.다만,의료기관
의의뢰를받아유전자검사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검사 하려는 모든 항목에 대해 임상 결과庂 제출하여 정확성과 효과 검증 필요
–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확실성 존재
– 기본적으로 모든 유전자 검사는 ‘확률적 해석’ 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음
•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자의 영향을 100% 받지 않음 (예외: 다운증후군 등 유전질환)
• 대부분의 질병은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음
• 확률적 사고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 필요 (Odd ratio, 신뢰 구간 등)

•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 하다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모호
• 임상 실험을 거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 전향적 코호트 임상 연구에서 정상적 사람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임상 연구 가능한가?
•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범위는? (ex. 알콜 분해, 카페인 대사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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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 정보의 분석
• 제25조(유전자검사의제한)
– ①유전자검사기관은과학적입증이불확실하여검사대상자를오도할우려가있는신체외관이나성격에관
한유전자검사그밖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이정하는유전자검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 ③의료기관이아닌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질병의진단과관련한유전자검사를할수없다.다만,의료기관
의의뢰를받아유전자검사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는 서비스들이 성업 중
– 해외로 시료를 배송하여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 결국 국민의 유전 자원이 해외 반출되는 결과
• 해외 기업으로 시료 (타액 등) 를 보내어서 검사를 받거나,
•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지만 법인과 실험실을 해외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
• 산모 혈액 기반의 비침습 산전 검사 (NIPT): NGS 기기의 의료 승인 필요

– 유전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유전 정보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관련 제재 시행 중

http://geference.blogspot.kr/2013/12/blog-post.html?m=1

11

4. 유전 정보의 분석
•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 제20조(금지 또는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 LPL 유전자에 의한 고지혈증 유전자 검사
• Angiotensinogen 유전자검사
• VDR or ER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유전자 검사
• IRS-2 또는 Mt16189에 대한 골다공증 유전자 검사
• UCP-1, Leptin, PPAR-gamma, ADRB3 유전자에 의한 비만관련 유전자 검사
• ALDH2유전자에 의한 알콜 분해 관련 유전자 검사- Mt5178A유전자에 의한 장수 관련 유전자 검사
• IGF2R 혹은 CALL유전자에 의한 지능관련 유전자 검사
• IL-4 혹은 beta2-AR 유전자에 의한 천식 관련 유전자 검사
• ACE 유전자에 의한 체력 관련 유전자 검사
• CYP1A1 유전자에 의한 폐암 관련 유전자 검사
• SLC6A4 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관련 유전자 검사
• DRD2 혹은 DRD4 유전자에 대한 호기심 유전자 검사
• HLA-B27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 척추염 검사 (단, 진료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
• BCR/ABL 유전자에 의한 백혈병 관련 검사 (단, 진료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
• PHOG/SHOX 유전자에 의한 신장관련 유전자 검사 (단, 진료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
http://geference.blogspot.kr/2013/12/blog-post.html?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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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 정보의 분석
•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 제20조(금지 또는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 문제점
– 2010 년 경에 유전자 분석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시행령
– 이후 새롭게 밝혀진 동일 질병 유전자 다수
• 즉, 동일한 목적 (ex. 폐암 분석) 을 위해서 다른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은 가능

–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 결정권과의 충돌
– 유전체 기업 협의회 (15.5.11)
• “유전체 분석에 의한 질병 스크리닝 및 발병가능성 예측은 질병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 수명의
연장을 위한 사전적 활동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예측적 유전체 검사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준이 필요”
• “예측적 유전체 검사 및 건강관리와 연계된 웰니스 차원의 유전체 분석의 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권고규정
및 관리체계 마련”

http://geference.blogspot.kr/2013/12/blog-post.html?m=1

13

4. 유전 정보의 분석
• FDA는 최근 Direct-to-Consumer 유전자 테스트에 대해서 최초로 승인
– 23andMe의 블룸 증후군 검사 키트에 대해서 DTC 판매 승인 (2015. 2. 19)
– Class II 승인

• 의견 주신 분들
– 테라젠이텍스 김태형 본부장
– 지노믹트리 안성환 대표
– 서울대학병원 최형진 교수
– KPMG 우정훈 박사 (블로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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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국의 변화 의지 부족
• FDA는 올해 들어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가이드라인 수정과 규제 명확화 중
– 모바일 헬스 (웰니스/의료기기 구분) 신규 가이드라인 제시 (2015.1.20)
– 모바일 의료기기 액세서리에 관한 신규 가이드라인 제시 (2015. 1. 20)
– MDDS 헬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철폐 (2015. 2. 9)
– 23andMe 의 DTC 유전자 테스트 최초 승인 (2015.2.19)

• 오바마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 천명 및 투자 확대
–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출범 ($215m 투자)
– NIH, NIC 및 FDA 에도 투자하여 규제 합리화 및 개선 촉구

• 하지만, 국내 규제는 여전히 복지 부동
– 앞서 언급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요구해 왔던 것들
– 현재 식약처는 FDA가 먼저 움직여야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
– 골든 타임은 이미 놓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

15

도움 주신 분들
• 경희의료원 김현호 선생님
• 테라젠이텍스 김태형 본부장
• 힐세리온 류정원 대표
• 엠트리케어 박종일 대표
• 서울아산병원 신수용 교수
• 지노믹트리 안성환 대표
• KPMG 우정훈 박사 (블로그)
• LG유플러스 정국상 차장
•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지훈 교수
• 서울대학병원 최형진 교수 등등

SNS를 통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의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yoonsup.choi/posts/975586182481346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97786040558725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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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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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yoonsup.choi@gmail.com
• 블로그: http://www.yoonsupchoi.com
• 페이스북: Yoon Sup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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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핀테크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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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1. 발표내용 요약 및 토론방향

본 발표문은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IoT 서비스
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적 현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개별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별 소관 법령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종합적 제도개선방향으로서 첫째,
IoT와 관련된 특별입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ICT특별법 및 개별 작용법의 개정 병
행, 둘째, 사물인터넷 지원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 마련, 셋째, ICT전략위원회의
규제개선 절차의 시스템화, 넷째, 공무원의 무지와 자의적인 해석 등 IoT서비스
및 규제 관련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발표자가 주장한 개별 서비스와 관련된 쟁점들 즉 스마트 단말기 인증제도 마련,
IoT 시스템 도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 제도 도입, 전자금융거래인증방법 평가제
도 개선, IoT 특구지역 지정법 제정, IoT 대상물의 IP주소 정보 수집 사전동의
제도 개선,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금지 규제 개선 등은 IoT 서비스와 관
련된 부분적 쟁점에 해당되나, 부분적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만큼 공익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그 득실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할 중
요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별 찬반을 논하기 보다
는 사물인터넷 법제의 기초가 되는 ICT법제의 연혁적 특성을 검토하고 발표자가
법제 개선방향으로 제안한 사항과 관련된 보완적 사항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2. ICT법제의 특성과 최근의 경향

ICT와 관련하여 우리의 법제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강력한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로서의 역할이다. 정부조직법은 각 부처가 추진하여
야 하는 정책의 범위를 획정하고 있는바, 해당부처의 추진정책이 정부조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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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처에 부여된 역할에 해당 될 경우 반드시 정책추진을 위한 작용법의 근거
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IT와 관련하여서는 정책추진을 위한 별도의 다수
입법이 제정되어 그 정책추진의 근거를 공고히 하여왔다. 1995년 ‘정보화촉진기
본법’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최근 제정, 시
행되고 있는 ICT특별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항구
성과 예산확보를 통한 정책추진의 실효성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 다음으로는 특
별한 행정조직설계의 입법적 반영이다.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
학부 등 관련 독임제기관의 설치뿐만 아니라, 전산망조정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
원회, 정보화전략회의, 정보화촉진위원회, 국가정보화 위원회, ICT특별위원회에
등 협력 및 조정기능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의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ICT서비스의 규제 근거로서의 역할이다. ICT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사업자 인허가 및 신고제도를 통한 진입규제를 위시로 하여 각종 사업자들이 금
지행위 또는 의무부과 등을 통해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제, 기타 음란물, 청소년유
해매체물, 사이버명예훼손 등 콘텐츠 규제까지 국민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로서 작동하여 왔다. 초기 ICT관련 입법정책이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정책추진의 근거확보와 조직법적 근거확보에 강조되었다면 최근 입법정
책의 방향은 단연코 세 번째 즉 규제근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추가 예산확보의 곤란, 행정조직의 비대화 등도 그 이유 중 하나
이기도 하지만 주관부처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자원을 통해 부처의 관할과 파워
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ICT비즈니
스에 있어서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단연코 ‘사업자’
이다. 가장 규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용자를 규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에 대한 직접 규제는 정책집행자 입장에서 볼 때 국민여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규제 부담이 크고 집행에 있어서도 용이하지 않다. 사업
자에 대한 규제야 말로 규제를 형성하기도, 그리고 집행하기도 가장 용이하면서
규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규제’가 대세이다. 자율성․창의성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의 시장
유인적 규제보다는 명령 지시적 규제를 선호한다. 즉 ‘선택적 셧다운제’ 보다
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자율 등급제’ 보다는 ‘강제적·의무적 등급제’
를, ‘자율적 규제’보다는 ‘정부의 지시·권고’를 선호한다. ‘규제기간을 얼
마만큼 설정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시적 규제보
다는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규제를 선호한다.

3.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방향

이러한 규제방향의 맥락이 IoT서비스에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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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 주장을 역설하였다고 보여진다.
규제의 일반원칙을 예측가능성, 비례성, 실효성, 일관성, 전문성·신뢰성, 투명성,
비용편익, 규제개별화, 규제의 세계화 등이라고 한다면 ICT 영역에 있어서 규제
원칙은 현상·기술지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규제의 순발력 확보, 국제적 규제형평
성 존중원리, 규제의 완결성 제고 등이 추가적 규제원리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의 순발력 확보가 필요하다. 서비스의 빠른 구현과 활성화를 위
한 입법조치의 조속한 마련, 관련 규제의 한시적 해제, 규제총량제 등이 그것이
다. 앞서 발표자가 제시한 ‘IoT 특구지역 지정법’ 제정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
이라고 보여 진다.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의 마련 역시 규
제의 순발력 확보예라고 할 수 있다.1)
다음으로 국제적 규제형평성 존중원리이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더 이상 영토기반의 국가규제가 그 의의를 발휘하기 곤란한 환경이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는 결국 국내외 사업자 간의 차별문제로 귀착된다.
IoT서비스 역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그 서비스 영역은 국경의 존재를 무색하게 한
다. 국내의 지엽적 규제는 국내 사업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식
및 우회서비스를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우리나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의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금지 규제 개선’ 주장
역시 우리나라에만 존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그 영업과 비즈
니스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제적 규제형평성’ 원칙에 기반
한 주장이리라 생각된다. 한편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물위치정보를 규율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역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
든 우리나라 고유의 규제법이다. 이 법에 의할 경우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
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동법 제15조)” 이동성 있는 사물의 위
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그 사업수행에 있어서 여타
해외사업자에 비하여 더 열등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한편 ICT규제는 빠른 변화와 새롭게 도출되는 사회현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친 숙성된 법규
1)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연방 차원의 법률은 없으며 켈리포니아주(S.B. 1298 (Cal. 2012), codified in
CAL. VEH. CODE div. 16.6, § 38750 (West 2013).) 네바다주, 플로리다주,( H.B. 1207 Fla., 2012 Leg. (Fla.
2012), codified in FLA. STAT. chs. 316, 319(2013)) 미시건주(Mich. Act No. 231 of 2013 (2014), available at
www.legislature.mi.gov/documents/2013-2014/publicact/pdf/2013-PA-0231.pdf.), 콜롬비아주(D.C. Law

L19-0278

(2013), available at dcclims1.dccouncil.us/lims/legislation. aspx?LegNo=B19-0931.) 등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된 상
태임(http://cyberlaw.stanford.edu/wiki/index.php/Automated_Driving:_Legislative_and_Regulatory_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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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안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완성도의 부족), 이로 인한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으로부터 단기간에 제․개정이 반복된다(법적 안정성의 부족) ICT체계
에 대한 연구와 논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지향적, 현상지
향적으로 산발적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규제의 비체계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IoT서비스의 빠른 변화속도는 다분히 규제의 완결성에 흠결을 야기할 수밖에 없
다. 규제나 법규의 완결성 부족은 결국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규제설계 매커니즘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현재 인터넷과 관련
된 규제의 주된 소관 행정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할 수 있
다.2) 이들의 규제입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정위원회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정보통신융합법)’상의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법 제9조)와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
제개혁위원회’(법 제4장)가 있다.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201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추진과제’, ‘네
거티브 규제정비 과제 현황’, ‘손톱 밑 가시’현황(14건) 등의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안건에는 사물인터넷 증진과 관련된 사항은 제대로 제안되거나 검토되
지 않고 있다.3)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만 검토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상정되기 전 단계에서 최종
적으로 규제를 검토하는 기관이므로 ICT와 관련된 규제만을 사전에 면밀히 조정,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규제검토와 관련해서 양 위원회 간에 특별히 연
계된 절차도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 전에 ICT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ICT 규제를 사전에 검토,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사실상 ‘정보통신 활성화추
진 실무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상설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위원장 역시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로 기능하기 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과제발굴을 정당화 시켜주는 명목상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활
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그 위상과 조직 등을 재구성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범자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
설 협의체로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 발굴 및 규제 개선 이행실적 등
성과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고 사실상의 규제개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 스마트 헬스기기 등의
상용화가 지연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
관계조절이 더 근본적 문제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의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좀 더 넓게는 행정자치부, 문화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포함된다.
3)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I0(2015년1월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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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시장실패나 기존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한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보의 제공 등 경제적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좀
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규제의 근본적 이유는 공익
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규제 개선시 규제가 경제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탈
규제의 참조사항은 될 수 있어도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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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핀테크』 토론문

문 병 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핀테크의 핵심이 고객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는 빅데이터 역량이며,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및 최근 강화된 신용정보호보법으로 인해 빅데이터와
핀테크 산업이 어려워졌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규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서 단기간 내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3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비교해도 엄격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핀테크의 걸림돌이라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규정이 국내에서만 적용된다면 국내 IT 기업의 발전에 제약을 주기는
해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 받는 문제는 없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IT 기업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할 경우에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할
경우, 현지법을 준수하면 되는 현지기업과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 크게 불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핀테크와 IT 기업 발전의 목표가 단순히 한국 내 IT 기업의 보호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육성에 있다면, 글로벌 진출의 걸림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면제, 내지는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외국인의 법적인 지위
헌법 6 조 2 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도 그 법적 지위가
다양하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관광객, 장기체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31 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영주권자, 재외동포법 2 조 2 호가 규정한 외국동포 등
그 법적 지위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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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적용 상황
1) 한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외국인에게도 개인정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9 조 4 호와 정보통신망보호법
시행령 70 조의 2 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진 외국인이 보유한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서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아닌 단순한
관광객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면세점에 유상으로 양도한 여행사 대표를 입건한
사례가 있다 1.
2) 외국영토에 있는 외국인
외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외국영토에 거주한 외국인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쿠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현지국 법상으로는 적법할 수 있다.
한국 포털이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금지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즉 면제되는지 적용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국내 IT 기업들이 외국영토의 외국인에 대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IT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3)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적용 면제 필요성
1) 빅데이터와 마케팅의 걸림돌
외국인에게 모두 개인정보호보법을 적용할 경우 한국 IT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 없이는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마케팅 등을 할 수 없으며, 일부
민감정보는 아예 수집이 제한된다. 문제는 한국 IT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할
경우에도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우려가 있으며, 그 경우에 현지 IT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은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준수하여 동의주의를 따르지만, 미국에서는 미국법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고
1

연합뉴스, 중국인 여행객 개인정보 거래한 여행사와 면세점 적발, 2014.12.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30/0200000000AKR20141230048900051.HT
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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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역량을 갖추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면 한국 IT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불리하게
된다.
고객의 동의 없이 웹상에서 쿠키를 수집하여 타겟광고를 하거나, 모바일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타겟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이지만, 외국에서는 빅데이타 역량의 가장 전형적인 비즈니스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나아가
외국에서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업발전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를 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짧게 체류하고 있는데, 이 점을 개선해야만 외국 관광객에게 다양한 광고 또는
쿠폰을 전송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통합 전산망 또는 클라우드의 걸림돌
해외에 금융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IT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이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반입하여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러한 경우에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현지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면 클라우드나 통합전산망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통합 전산망 운영 및 국경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규제의 역외적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만 활동한다면 특별히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규제의
역외적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핀테크 기업의 노사관계
(1) 폐쇄적인 기업문화의 현황
금융기관들이 핀테크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경직된 인사관리와 강력한
공채문화로 인해 외부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문화 역시
연공서열 위주로 경직되어 있다. 경직된 기업문화로 인해 핀테크에서 우수한
인재의 채용 및 자유로운 토론과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의 빅
데이터는 수학적 기법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수학과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임원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벌에 속한 증권사나
보험회사 역시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에 비해 경직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채용은 은행권보다는 자유롭지만, 기업문화는 은행권 못지 않게 경직적이다.
핀테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핀테크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현재의 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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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상황에서,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의 경직적인 공채
풍토와 기업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IT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의 도입
유연한 노사관계는 핀테크 기업에게도 필요하다. 핀테크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연한 노사관계 정립인데, 현재 노동법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벤처기업에 비해 노사관계와 기업문화가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 IT 벤처 기업에 한해 노동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유연한 노사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많은 벤처들이 창업하고 있는데
노사관계의 유연화는 벤처의 성공률을 더욱 높일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인데, 그에
더해 노사관계 유연화를 위한 특례가 도입된다면 벤처기업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상당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핀테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규제의 예측력 향상
금융당국과 정부는 작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등 핀테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한다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신용정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15 년 1 월초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금융감독은 결국 금융당국이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현재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규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
작년에 개인정보유출과 전산장비 교체 문제를 구실로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를
해임한 바 있다. 심지어 제제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무시하였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작태이다. 올해도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은행의 협조라는 것을 받아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은행협회 규정이나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같은 자율규제를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법률 사항이 많이 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자율규제와
금융기관의 협조를 근거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 없이도 제재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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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감독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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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토론문

심 영 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산업 융합의 걸림돌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제도와 규제의 대부분은 단일기술, 단일산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규제들은 정부의 칸막이행정과 맞물려 그동안
큰 탈 없이 한국산업의 고도화와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철옹성처럼 구축된 정부의 칸막이행정은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폐해가 점
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기기,
스마트 카,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안전, 스마트상거래 플랫폼, 게임 플
랫폼,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 기술이 잇달아 개발되고 있지
만, 정작 시장에서 이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의 칸만이 행정은 오랫동안 고착되어 이미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난공
불락의 성을 공략할 만한 특단의 의지와 새로운 접근을 통해 칸막이의 핵심을 꿰
뚫어나가야 한다. 그것도 오랜 기간의 노력과 개개의 사안별 접근이 아니라 전면
적인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산업융합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화 시절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정평이 난 구글이 무인자동차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은 금석지감을 일으
키기에 충분하다. 구글은 또한 암세포를 찾아내는 알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
수했다 하니 조만간 의약업계에도 진출할 전망이다. 모두 다 검색의 힘을 십분 발
휘한 융합능력의 성과로, 그 덕분에 업종 간에 설정된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전개되는 산업 트렌드는 기존의 틀 안에 편입되기보다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
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으로 기존의 시장참여자들뿐 아니라 잠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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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들, 그리고 규제당국은 시장경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많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융합이 이루어진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산업
외부에 있는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산업의 진화 방
식과 비즈니스 전략이 과거와는 차별화되면서 기존의 게임 룰이 무력화되고 경제
적 가치창출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
부 정책의 정당성과 운용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3. 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
규제는 정책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므로, 규제를 개혁하는 일은
융합시대에 걸맞은 정책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철옹성
같은 칸막이 행정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자의 의
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여, 칸막이식 기술 및 산업 틀에 제한
됐던 법과 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융합 신산업이 본격적
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산업융합촉진법만으로는 여전히 한계
가 있다. 이제껏 칸막이식 사고에 익숙해진 행태와 행정이 융합을 촉진하는 법 하
나를 제정한다고 해서 쉽게 뒤바뀔 리가 없다.
2013년에 제정된 ‘ICT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ICT특별법은 최신 정보통신기술
이 법과 규제 때문에 고사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기술사용에 임시 허가를
내주는 일종의 기술상용화 패스트트랙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활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ICT 분야도 하나의 개별 기술에 의존하는 개별 산업이기 때문
에 산업 진흥을 위해서나 규제를 위해서나 ICT 분야 고유의 제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ICT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형국에서는 정보
통신산업만을 주인공으로 구분하여 진흥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고, ICT 기술이 기
술 및 산업융합의 촉매 역할을 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걸맞게 설정될 필요가 있
다. 이 경우 ICT 분야가 반드시 주인공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 ICT 분야
와 융합되어 생성되는 다른 산업의 영역을 위해 기꺼이 조연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규제를 설정하는 정부당국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융합시대 맞아 법과 제도를 어떻게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융합
을 촉진하는 특별법의 제정 못지않게, 차제에 개별법을 대상으로 융합시대에 걸맞
게 정비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업융합특별법’을 관장하는 산업
통상자원부, 'ICT 특별법‘을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부
처가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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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기술․업종․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존하는 진입규제는 개발연대 이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설정된 것으로 단
일기술, 단일산업을 전제로 하여 칸막이가 설정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칸
막이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등 각 단계마다 신기술 융합제품의 출현을 가
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금융이나 의료 등
타 산업에 접목하려 해도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들로 인해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이 힘든 현실이 그 중 한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MB정부 시절 전문 직종의 진입규제 개혁 작업을 추진하
였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특정 직종만을 타깃으로 하여 개개 사
안 별로 진입규제 개혁을 추진하면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기득권자들의 완강
한 저항으로 인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진입규제 전반에 대해 보편
적인 원칙하에 예외를 두지 않고 포괄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밀점검(overhaul)
을 실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단순한 규제개혁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
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장경쟁 질서를 정립한다는 차원
에서 진입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규제별로 공공성 명분과 경쟁
체제 도입 가능성, 규제의 합목적성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 산업정책 및 경제상황
변화, 기득권 보호 여부 등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의 제고에 관심 갖자
기술 및 산업 융합이 시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창의성
및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
다.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활성화되면 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경쟁자들
(Potential Competitors)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전에 시장창출 자체
가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므로, 산업융합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관할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의 경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시장경합성 개념은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부담이 없거나 시
장에서 퇴출할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Sunk Cost)의 부담이 없을수록 경쟁시장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는 단일 기술과 단일 산업이 지배하는
시장보다는 특히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시장경합
성의 개념이 더 유력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을
통해 시장경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진입규제의 전면적인 재정비, 현존하는 시
장에서의 경쟁촉진 못지않게 잠재적인 시장진입 가능성을 제고하는 환경의 조성

- 67 -

이 중요하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
템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접근 방식은 이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6.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시대에 각 분야별로 칸막이를 설정하여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한다면 이 또한 규제 장벽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업종별, 분야별로 구분되어 R&D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의 배정이 이루어지는 사
례가 다반사다. 이러한 사일로식 지원 체계는 수직적 규제 체계와 일맥상통한다.
당연히 수평적 협업을 통한 융합기술의 개발이나 산업융합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융․복합 과제에 대한 R&D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하다.
R&D 지원예산도 업종별 칸막이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업종별 또는 분야별로 R&D 자금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거나, 업종별, 분야
별이라도 융․복합을 전제로 한 과제에 일정 비율의 R&D 지원 자금을 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칸막이식 R&D 지원금을 대폭 정비해 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아이디어 경쟁에 의해 시장에서의 승부
가 갈리곤 하는데, 아이디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비로소 그 성과를 드
러내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수많은 시도와 실패는 그 자체가 성공의 한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실실패'나 '명예실패'로 규정되는 과정들을 새롭게 조명하여
'실패' 그 자체를 '성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야말로 실패는 성공
의 어머니이자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바라보자는 의미다.
특히 기술 및 산업 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벽돌쌓기식 기술축적에 의해
구현되기보다는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실패를 거듭하
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패를 켜켜이 쌓아가는 인내를 거쳐야만
성과와 직결될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시도된 다양한 도전들도 분명 하나의 성과
물로 간주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패를 포용하는 개념을 넘
어 더 적극적으로 실험과 과감한 도전과 실패를 권장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패성과를 기록하는 아주 느슨한 형태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른
바 '실패성과보고서'인 셈이다. 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시도된 수
많은 도전들이 기록되고 정리된다면 그것 자체로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실패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들이 특허만큼이나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된다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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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유용하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D의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태반인 것도 따지고 보
면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해 단지 눈에 보이는 이른바 '성공보증연구'에만 급급
했던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공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실실패'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를 판단하려고만 했던 소극적인 인식에
서 벗어나, 시도했던 모든 과정을 '실패성과'로 간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적극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사회를 설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다.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예측하면서 제도를 구축하거나 규제를 설정해야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단 제도를 실행해보지 않으면 긍정적이
건 부정적이건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IT금융을 활용한 Fintech
분야에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자금의 중개와 유통이라는 금융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면 금융시스템의 공익성
과 안정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금융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 육성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 두 측면은 양면성
을 지니고 있다. 최근 IT융합 금융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금융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
다. 미국과 중국 등 경쟁대국들이 잇따라 신개념의 IT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침체
의 늪에 빠진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민의 폭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하에서는 규제로 인해 IT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규제 문제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IT금융의 구현이 규제 이슈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는 정책의 선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규제전담기구가 먼저 나서기보다
는 오히려 정책당국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해 IT금융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국가들은 안정성 강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감독체계를 강화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일단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
려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당국의 Learning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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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코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느
냐와 언론을 비롯한 사회여론이 얼마만큼 인내심을 갖고 그 과정을 지켜봐 줄 것
인가이다. 관련 기술 및 금융기법의 개발, 시장의 수요, 경쟁국들의 선행사례 못
지않게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규제전담기구가 앞장
서기보다 정책당국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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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㑫㯣 䂗ⵏ㦫た

ߣஙѭ
ࢄ୕ࠃлଚ˩ ʾࠏлଚ ʾࠏଚ˒
JF[CPI"GYJCCEMT


ⵏ⑳㵣 䂗ⵏ㦫た
• ݛցઝ ଼߭ৼݛЕ ࠆԜ ,&7 ˗ ̛ܽԻ ˱۽Ѹ߭ ࡳֲ ߔࡳԻ քࡵ
ࠉ˱ʎ؈ࢇ ࢇՔ߭ࣇߞ ଟ ٗߞ
• ݛցઝ ଼˗ ߭ৼݛ ̛ܽࡵ ܁۰ ٕ૽ एМ ଐԔ૪ یԷ̛؆ Խ 3+5
ݛցઝ ҡ߭ ݛցઝ  ̛ܽ ߇ؿҟ Ьߦଞ ̛ܽԻ ˱۽
• ࡉչΟԂࢂ ଼ ߭ৼݛ۰˗ ݛٸ ̛ܽࡵ Яֆ ҟ +: ٗߞЕ ࢶˬٸ
ˁࢪԯࡶ ʉˈ ࡳΟ ਏ੪ৌ6: ٗߞЕ ۴ऑ˲ о ٸীߟ
• ৼ߭ ֻ࡛߭ ߭ৼݛ଼ ࢊԜ˗ ߾߭ৼݛ଼ ٴଞ ࠉ˱ʎ؈Ѧ ؈
ऑ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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ⵏ⑳㵣 䂗ⵏ㦫た



䂗ⵏ㦫た 㬟∧ㅛᾇ
•

ࠊଞ ˁࢪࢇ ࢇ՜एˈ Е ࢂՎ ߾߶ۏ ߭ৼݛ଼ ۰ ࢸ ࡈٸʃ˕ ۰૽ ݛٸओ ଯۘࡶ ࡢଥ
̐չˈ ܹ࢈ࡶ ш ϩࢊ ܹ Е ؏߇ࡳԻ ԂࡉҖ ৷ଈલࢇ ҿࠝծˈ ࡸ

•

̛ ࣑ ࢂ Վ  ߾ ߶ ۏ ߭ ৼ ݛ ଼ ۰ Е  ࢂ ࡕ ػՎ ࢽ  ݛ ݤ ؿ੬ +,6 +RVSLWDO ,QIRUPDWLRQ 6\VWHP 
ࢷ  ࢂ  ̛ הԼ (05 (OHFWURQLF 0HGLFDO 5HFRUG  ࠒ ۘ ࢽ  ˗ ؿչ  ݛ ݤ੬ 3$&6 3LFWXUH $UFKLYLQJ
&RPPXQLFDWLRQ 6\VWHP  ঈ؏ࢷбݛݤ੬ 2&6 2UGHU &RPPXQLFDWLRQ 6\VWHP ҟ˕ ʋࡵ ܙՔࡶ܊
Ѧଥ ˕ʠؿЬ ɾܕѸˈ ࢽଥऑ ࡓଐԻࡉձ ˱ଡ

•

ԂࡉҖ ৷ଈલࡶ ࡈଞ ̛ܽ ˱ୃࡵ ࢂՎ  ߭ ߾߶ۏ ߭ৼݛ଼ ۰ ݛٸओ ࡋࠒ ୪ ۽ଯۘ
 एࠇ˕ ࢽ˗ ࡪ˓ ؿչࢸ ࡈٸʃ ҟ Ьߦଞ ্ִҚࢂ ʎ۴ࡶ ٙԜࢊࡳ ܹ ࡳֲ іࢇਫ਼ ࢵࢠ˕
іࢇਫ਼  ؏ࠖ ݨܘ ࢽ̛ ؿԼ ࡪए ࢽ ࢉݣ ࡪ˓ ؿҟ Ьߦଞ ؏ࡳݥԻ ࢶࡈଟ ܹ Ь

•

ࠖձ Қ߭ ٗ টձ ЬઆЕ ࡻ̗ ۘଢ଼ ࢂ ݤՎ̛˗ ΰ  ٕ۰ ɾ ࡵ  ࢂՎ̛˗ ɾ ࡪؿଜˈ
Е ࢂ ऑՎ  ঈ؏ ࢽؿձ ˓ࡪଟ ܹ ʯ ѹЬִ ܖݦଜˈ ࢽଞ ঈɼ ࢇ՜ओ ʨࢇЬ
ऎՋࢺ˩ ؼգݘݡ੩ %NKPKECN +PHQTOCVKQP 'ZEJCPIG 5[UVGO

•

Ӗ ̛࣑߾ ࢂ іࢇਫ਼ձ ؒ߶ଥ Ϫ̛ ࡢଥ ଜҖ࡛߭ ੵݛ չए ݛݤ੬ࡶ ˱ଜˈ ࢶࢸଜʯ
ࡪए ܹؿଜЕ ҟ ˗չ߾ оଞ ֻܕࡈٸɼ քएփ ԂࡉҖձ Ѧଜִ ࢇ߾ оଞ ࡈٸѦ ࣲࢊ ܹ
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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ऑՎࢽˬ ؿզݛݤ੬
• ऎՋࢺ˩ ؼգݘݡ੩ࡵ Қࢂ ٙଗࡁଞ ࣵؽʣؽࣵ ࠪۉঅ؏߾ Ҭհ
ٕࡈ  ࡈٸ ҟࡶ ؏ࠖ ߾ࢷیଟ ܹ Ьࠖձ Қ߭ ʋࡵ ऎۘࡳԻ ࢂࡕ
 ࡕػ̗ۘࡕػҟ ɽ ࢂՎ̛˗ցЬ ऑଭବы ʦ ߾یоଞ  ࡶࡈٸফট
ऑՎࢽࡪ˓ ؿձ ଥ ؆ـଥ۰ Ψٕଟ ଗࡁɼ ߷ʯ ѹЬ
• ࢇ ʋࡵ ߔ ߾ࢷٸ۰ ଥʼѶߞ ଟ ٕٗࡵ ࢽ ؿؿ८ࡕ߾۰ ߇ࢷ ࢿחЬ
ԂࡉҖ ৷ଈલࡵ ࢽ̛ࢶࡳԻ  ߶̐ԦࢇҖЕ יԽ ࡶࣱ̛ ؿʎ۴ݤ
іࢇਫ਼ ࡢ ࢂݨܘଵࡶ ࣲࠆ࣯Е ɼࢶࢉ ߇ࢷ̧۽ए ࢿ˓ଜˈ ЬӖ
ऑՎࢽˬ ؿզੵݛչए ҟ ,7ࢠࢸ ࡈٸ ٸʃ ҟࢂ ୪˕Ի ּ࣯ ؇ˈ Ь
• ଜएփ ԂࡉҖ ৷ଈલ ˱ୃࡵ ߅ऐ ট̛ Я˃Ի ࢇ۽߇ؿΟ ̍ࢽ ࣱܹ
ࠆٕɼ ࡉԮѹЬЕ ࢺ˕  ࢽؿɼ ж̝ іࢇਫ਼ࢉ փਾ Ьհ іࢇਫ਼ؿЬ
ʃଜЬЕ ࢺ̗ۘ ࡕػҟ ,7̛ܽࡶ ʉশ ઞࢽࡕػփࢇ ٕɽѺ ܹ ЬЕ
ࡉԮ ҟ ֹֹࢂ ࢠߕיҚࢇ ࣑ࢢଞЬ


*#.㈃ 䂗ⵏ 㬟∧ㅛᾇ
•
•

•

•

ϔ ࡓ ࢇ ,%0!
,%0ࡵ ʎࢉ ࢂՎ ۰ࡢ ࡶݦୂ ݛٸଥ ࠰̛ ࡶݝ؆ࡳԻ ଜЕ оֻ̍ ଼ ݛԂࡉҖձ
˱ ࣸ߾ Ьˈ ؉ୈЬࢇЕ ࢂࢂࡕ˱ࠉیՎ ؿଵୣࢂیՎ ۰˗ ݛٸ ̛߶Қࢇ
ʎࢉॲ طԯ˕ ࣗଢࢶࢉ ࢽؿձ ࡈیଟ ܹ ѦԼ ଜЕ ʎ؏ ଐԔ૪ࢇЬ
,%0ࢂ ѧࢉ ࢉࢶؿए৷ଈલࢉ ࠰̛ ࡶݝ؆ࡳԻ ଜЕ ࢇ ଐԔ૪ࢂ ࡢ ࡶۏଥ ,%0ࡵ
ߕଐ $SSOH ࣑ ݝ࣑ߗݝ-RKQVRQ -RKQVRQ ֩ҖઝԻУ 0HGWURQLF ҟࢂ ۴Ѧ
߶Қ˕ ળઝο ˈ֙ ࡶݫіࢇਫ਼ ܹखٗ۱  ଔҖؒࡶ ଥ ࢂ  ٸܕՎ ̛̛ࢂ
ফࢶձ एࡕଟ ࠖࢽࢇЬӖଞ଼ٗ ߭ৼݛ۱ ࠇԛࡶ ʈଜ̛ ࡢଥ
࢈ݛଐԻչ[( ݛSORU\V ࠪ ଔ੫ 3K\WHO ࡶ ࢉܹବࡳֲࢷж  ࢉٕ߶ی,%0࠰ݛ଼ ݝձ
֩یۿৌ࣯ ݛؿ߾ ݦ۶ବЬ
Ԏ ࢂՎ ۰ ࢂݛٸଦ ࡵݪԻ ʎ طʢʈࢇЬʎࢉࡈ ݦ Я ̛̛Ο ࢉਫ਼ϒ߾
ࠉʼѹ ࢂՎ ̛̛ࢇݥ ̛̛ݤݨɾ ࢽؿձ ܹखଜЕ ܁۰ ҟࢇ ۏѸˈ Ьࢇ߾
ҬԂیԆҚࡵ ࢊۢ Ѱ߇ ૡ̎ ߮ ̀ ࢇۘࢂ ۰ࢶ˕ ֍֟Е փ ̛ɼࢇઝ ࢇۘࢂ
ࢂՎ іࢇਫ਼ձ ۢ۽ଟ ʨࡳԻ ࠖۘѹЬ
ࢂیɼ ۽ଞ ࢂՎ ̛Լࢎۘ ࠉ˱ʎࢉ ࢷࡪ طҟ˕ ʋࡵ ࢷࢶࢉ іࢇਫ਼Қࡵ
߭ࣇ߭ ˓ࡪɼ ݒए ߉Ьࢇ ࢷࢶࢉ іࢇਫ਼Қࡶ ڃծʯ ضଜˈ Ύࢎ߷ࢇ
ऎɼଜЕ ࢽࠉ ߾ؿʼଜЕ ʨࡵ ࡉ ߭Ԯࡋ ߶ࢇЬࢂՎऑࢇΟ ˗ ̛˗ࢇ ʢʈ
 ߾ࢿחоଥ ̒ʠձ ੵоԻ ܖݦଜʯ ʼࢽࡶ ΰռ ܹ Е ֍সѹ ॲԯࡶ Ѧষଜ̛
ࡢଥ۰Е ࢠ ࢇ۽Ө߭Οˈ  ࢇ߇ؿʉ়ऑ ̔Ի ؿࢽ أଐԔ૪ࢇ ଗࡁଜ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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᠘᭟ 䂯ⶏ
•
•
•
•
•

•
•

ࢂՎ ߾߶ۏ ߭ৼݛ଼ ۰ ԂࡉҖ ৷ଈલ ̛ܽࢇ ࢷୁ ࡈیѸए ߉ˈ Е ʨࡵ
߅ТЬ
ୃࢢ ࢂՎ̛˗ࢇ ࡪؿଜˈ Е ঈ؏ࢽ ؿঐ˱ࢽ ؿҟ ܹքࡵ іࢇਫ਼Қࡵ ԂࡉҖ
৷ଈલ ̛ܽࡶ ଥ ࠉѰѸˈ Ь
ؿʢ ٕ ܕਫ਼ о ଝ ̧ࡕ ػए ࢇ Қ і ࢇਫ਼ Е ˲ ʢʈ  ؿଵ ˓Я ࢇΟ ओ ˗ ػչ  ٕق
ʢʈؿଵیݪૡɼࡕ ҟ ࢂՎ˓˓̛˗߾ ࢿ˓Ѹˈ Ь
ଜएփ ˱ࢶࢉ یԷɼ ߷ЬЕ ʨࡵ ࢇҚ іࢇਫ਼ɼ ࠝऐ Я؏ଯࡳԻ ࢿ˓Ѹˈ ЬЕ
ʨࡶ ࢂଞЬ
Ӗ ࢂՎ̛הࢂࢷ ࣏ࢿ ئԼ˕ ˗ଞ ତּ߾ Ҭծִ ęࢂՎࢉࢇΟ ࢂՎ̛˗
ʎ۶Е ؿʢـएٕԶࡳԻ ࢽଜЕ  ߾ҬԂ ࢷࢂ̛הԼࡶ ߇ࢷଜʯ ˗չŘ࣑ؿଜЕ
і ଗࡁଞ ݤ۶˕ ࢠٸձ ʉ়ߞ ଞЬĚֲ ęϼ˱Ҙए ࢽкଞ ̛ࢂࢷ ࢇ߷ ࡪیԼ߾
ࢵࢠѹ ʎࢉࢽؿձ एଜʠΟ ϼষŘ ࣏ضӖЕ ܘଜࠆ۰Е ߅Т ѹЬĚԂˈ
ָݤѶЬ
߅ࡌԜ ԂࡉҖ ؏ࢂ ࢂݥՎࢽܙ ؿՔ ߾܊оଞ ـएٕ ࡪ̀ଥ۱߾ Ҭծִ ԂࡉҖ
؏ࢂ ࡵݥՎ̛˗ࢇ ߅Ф  ̛˗ࢂ ࢠٸձ ٻԮ ޱЕ  ̛ࢇݥҶ ߾ח ऑՎࢽࢂؿ
ࢇ˗ؿΟ ࢿ ߇ࢷ ۽ҟ߾ ࢿחɼ ࡶ ܹ ЬЕ ۶ָࢇЬ
ࢇ ߾Ѧ ࢂՎڸئփ ߅ТԂ ˓˓̛˗ࢂ ɾ ԂࡉҖ ۰̖ ࢇࡈࢇ ݛٸएѸ߭ ˈ
 ۽߇ؿҟࢂ ࡉԮ Ҷٕࢽ ߾ח८ࡕ߾۰ ۰ࢿ ࢇࡈࢇ ݛٸଞѸ߭ ԂࡉҖࠪ ˗ѹ
 ࢠݤ۽ɼ ւୁЕ ʯ ˲ΰࢂ ୃࢇݨЬ


㬟∧ㅛᾇ ᣛ⛃ ⭗⋫⚣᠘
• &OHYHODQG &OLQLF ࡵ    ࡕ ػό ઝ ࡓ  ձ  ଥ ܹ ख Ѹ Е і ࢇ ਫ਼ ձ
ࡻ̗ܹ ্ࠖࡁܹ ܞ߇ΰ ҟ߾ ࡈଡ
• *36 ձ ࢇ ࡈ ଜ ࠆ   ࢂ Ѱ ۴ ࡶ  ࢶ ଜ ˈ ऑ Վ ࠖ ߟ ফ ࢶ  ձ  ଥ
ऑՎо̛ݤɾࡶ ࡳԻ ࣲࠑࡳֲ ଝՎձ ࡢଥ ɼ о̛ଜЕ ݤɾࡶ
ݤɾ ࢇۘ߾۰ ٗࡳԻ ЯବЬ
• ࢶѹ ٹіࢇਫ਼ձ ࡳԻ ֍স ࢂՎ ۰ ࡶ˓ࢿ ݛٸଥ ࢂՎ۰ࢂݛٸ
ओࡶ ࢿˈଜЕ Ѱ ߾ݤࢂ փ࣐Ѧࠪ  ࡕػˁࠒࢂ ୪ бࡶ۽
˱ଜࠑ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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㬟∧ㅛᾇ ᣛ⛃ ⭗⋫㈧➣
• ࢊ߾ق۰Ѧ ԂࡉҖձ ࢇࡈଞ ࢂՎ۰ݛٸɼ Ж߭Οˈ Ь ˲ΰࠪ ࢂՎ
ˁࢇ ࡪیଞ ࢊ˲ ࡵقΰࠪЕ бչ ࢊ॥ʃ  ئʎࢽ߾ Ο۰ִ۰
ԂࡉҖձ ࢂՎ଼ּࢻ ߾߶ۏ ߭ৼݛବЬ
• ୯एॡЕ ए ϗ ࢂՎ̛˗ оۘࡳԻ ࢢ ࢂՎ  ʎ एࡕ۰ݛٸ
ě࠲ऑ۴ۢ 㥜䥊㏲䇢 Ĝࢂ ۰ݛٸձ ݤବЬ
• ࢇ ۰ݛٸЕ ԂࡉҖձ ଥ ऑՎ یࢂ ࠪܕɾ یऐࡕࢂ ࢽ ࡪ˓ ؿҟ
ԯࡶ ʈଥ ߶ ה୪ձ एࡕଞЬ
• ɼࢽ؏ࡳחԻ  खࡳԻ ࢇѰଜЕ ࢂ࠲ ࢂیऑ ˁԻ ࢊࢽ ˗չ߾۰ ؏ח
ࢠݤ ࠪܕɾ ҟࡶ ۶ࢽଜִ एѦ߾ खࢂ ࡢࠪ  к ࠲ऑݤɾࡶ ੵоԻ
ফࢶࢂ ˁԻձ ࢿ˓ଞЬ *36Ի ࠲ऑ ࣸࢉ ࢂࢢܕ ࢂیձ ળ߆ଟ ܹ Е փਾ
ࡻ̗ۘଢ଼ ؈ۢ  ݤɼࢠ ɼ̧ࡋ ˒߾ ࡢଞ ࢂیձ ળʺଜЕ ҟ ܖݦଞ оࡻࢇ
ɼМଜЬ


㬟∧ㅛᾇ ᣛ⛃ ェᣛ⯇ゟ⠯⯈/(4
•

1*6 1H[W *HQHUDWLRQ 6HTXHQFLQJ

८ۿоࠍ̛۰ࠊٗ۱

ձ ࢇࡈଞ ࡪࢷ ٗ۱ࢂ ʤսѪ ࣸ

ଜΟЕ ٗ۱ ˕ࢽ߾۰ ۢ۽ѸЕ оࡈԛࢂ ࡪࢷ іࢇਫ਼ձ ୪ࢶࡳԻ ࢵࢠଜЕ ؏ࢂئ
ࢇࢿחЬ
•

 ࢂ˲%URDG ,QVWLWXWHΟ ࣸ˲ࢂ %*, ҟࢂ оֻ̍ ࡪࢷ ࠉ˱߾ܕ۰ ଜՔ߾ ۢ۽ѸЕ
іࢇਫ਼ࢂ ߦࡵ ܹ ؒ ੨Ԃࢇઝ ̗߾ бଜֲ ফ̒ ˲ վߎ܁ਫ਼ 1DWLRQDO &DQFHU
,QVWLWXWH Е ୃࢢ ࢵࢠѹ  ࢇઝ SHWDE\WH ࢂ ߎ ࡪࢷ ࢽؿձ ԂࡉҖԻ
یـଜЕі փ бԜձ एষଟ ʨࡶ ؈ଞ  Ь

•

ࢇ Ԝ ଞ  ࢿ חҚ ࡶ ଥ ʼ ଜ ̛ ࡢ ଜ ࠆ 1*6 ̛ ܽ ؈ б ˕ ш ٙ ߭ ࡪ ࢷ  і ࢇ ਫ਼ ձ
ԂࡉҖ߾ ࢵࢠଜࠆ ٗ۱ଜЕ ۰ݛٸձ ࢿ˓ଜЕ ̛߶Қࢇ ҟࢠବЕі '1$1H[XV
*OREXV *HQRPLFV 7XWH *HQRPLFV6HYHQ %ULGJHV 1H[W&RGH ҟࢇ оࢶࢉ ࠖࢇЬ

•

˲ΰ ̛߶ࢉ .7Ѧ ϗ *HQRPH&ORXGձ ۴ࢇ ࢉؿ୯ ୃࢢ̧ए ۰ݛٸձ ࢿ˓ଜˈ
Ь оٕٗࢂ ۰߾ݛٸ۰ ԂࡉҖ ࢵࢠ ࡈԛ  Ԝݛਫ਼ ৷ଈલ ɾЯଞ ٗ۱ Ѧ˱
ҟࡶ ࡈیଜࠆ ٗ۱ଜЕ ̛Мࡶ ࢿ˓ଞ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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ⵏ⑳㵣 䂗ⵏ㦫た 䂯 ◣㋇㊻
• 4XDOLW\ࢂ ࢿח

¾ ϼɼ ଼૽ ߭ৼݛओࡶ ʼࢽଟ ʨࢉɼ
¾ ߭ӊʯ ଼૽ ߭ৼݛओࡶ ࢠؿଟ ʨࢉɼ
¾ ࢿחɼ ؈ۢଟ Ҷ ߭Ӂ ߾ࡢإ۰  ࡶࢎॺ ࢉࢶئओ ʨࢉɼ

• $FFHVV

¾ ߭ӊʯ Қࢂ ࢂՎ ࢻ̒ ࡶ۽ऎо ݤʨࢉɼ
¾ ࢂՎ߭ ࡶئӊʯ ʎࢽଟ ʨࢉɼ
¾ ߭Ӂ ࢠٸҚࡶ ʎ؈ଜࠆ ࢇࡈ ࢂ ˕۽іࢇਫ਼ ࡪࡈ ࡶ۽Ѱ ߾ݤؿଟ ʨࢉɼ

• &RVW

¾ ϼɼ ٕ ࡶࡈٸжଟ ʨࢉɼ
¾ ଭࡢܹ طɼࢿחձ ߭ӊʯ ʎࢽଟ ʨࢉɼ
¾ ࢂՎࢉࢇ ߅Ф ࢂՎ߶یɾࢂ ࢶࢽଞ ܹ࢈ٗؑࢿח ٸ

• ѪѸЕ ѿ ɼɾࢂ ࢶࢽଞ ̎ࢺ

¾ ࢂՎࢽࡪ˓ؿձ ଞ ࢂՎ۰ ݛٸ࢈ऎо YV ࢂՎࢽ ؿϼষ  ߾ࡈ߆ Ҭհ ૢଥ
؈ۢࡉԮ
¾ ࢂՎࢽ  ࡪ˓ ؿࡈࡶ ଞ ࢂՎ۰ ݛٸ࢈ऎо
¾ ʎࢉࢂՎ ࢽࢂ  ؿؿՎࢽ̛ ؿʼࢽ̀ ؿ

([ ॹࡈ߾ ଗࡁଞ ʢʈʦऑ۰զ ٙଗࡁଜѦԼ ଟ ˁࡉ ࡕ ߉ࡵ ࢽ̧ؿए ୣیɼ ܹଜʯ ѻ

¾ ࢂ ߇ࢽ ࡶ۽ؿଜִ۰ ݛցઝ ଼ ࡶࡈࢶ ߭ৼݛঠऑ  ݤʨࢉɼ
¾ ѿ ɼɾࢂ ࢶࢸଞ ̎ࡶ ࡢଥ۰ ࢼأѣձ ߭ӊʯ ض ݤʨࢉɼ



ⵏ⑳㵣 䂗ⵏ㦫たᚫ ᭃᚳ ⛔䁐
• Ьߦଞ ,&7̛؆ ࡈࢇ ࡶ̛ܽݦଜࠆ ࡈیɼ ݒʯ ࢇࡈଟ ܹ Е ۰ݛٸձ
ॷষଟ ଗࡁɼ ࡸ
• ݛցઝ ଼ؿࢽ ߭ৼݛЕ Ѱࢶ ࢽؿձ ૦˘ଜЕ ٹіࢇਫ਼ ࠒࠇࡳԻ ٗ۱ࡶ
ଥ ؿЬ Οࡵ ۰ ˓ࢿ ݛٸɼМ
• ࢂՎࢽؿЕ יԽ ʎʎࢉࢂ ۢࢽض ؿۘ ҟࡶ ࣗଢࢶࡳԻ ٗ۱ଜˈ
ଭѰߦ ˕ݥ؆ࡻ߾ оଞ ࢽؿѦ ૦˘ࢶࡳԻ ٗ۱ଜ̛ ࡢଥ ٹіࢇਫ਼ࠪ
ӿࡆғ ৴ଅયࡶ ࡈଞ ݛݤ੬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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㑳㈃ㇼᶠ ᣛ⛃ ᛇ⛔䃀 㬟∧ㅛᾇ ⯇⣯ⵏᛇ
•
•
•

•
•
•

ɼࢠ ּ࣯ ؇ˈ Е о߇ࡳԻ ěऐࡿࡸд ̘ ʋ، ӿࡆғ ۭݘٵğɼ ʠԽѸˈ
Ь
ࢂՎ̛˗ࢇ ऐࢻ ٴպ SXEOLF ԂࡉҖ ࢂՎࢽؿձ ࢇࡈଟ ܹ ߷̛ Ҷ߾ח
یݪૡɼࡕओ˗ػչٕقʢʈؿଵ˓Я ҟ ࡿՋːː̘˔ࢇ ࡪؿଞ іࢇਫ਼ձ ̛؆ࡳԻ
ࢂՎ̛˗߾ʯ ࠇ؏ଯࡳԻ ԂࡉҖ ۰ݛٸձ ࢿ˓ଜЕ ʎϙࢇЬ
ࢇ ۰ݛٸЕ ࢂՎ˓˓̛˗ࢇ ܹखଜˈ Е оֻ̍ ܹख іࢇਫ਼ձ ̛؆ࡳԻ ʦۛ
֫ݤબࠉ߭ ঈչ̛ܽࡶ ࡈیଥ ࢂՎ̛˗ࡳԻٕਫ਼ ࡁঐ ؇ࡵ ओחΰࡈࡶ ࢇଥଜˈ
іࢇਫ਼ձ оԛࡳԻ ٗ۱ଥ ॸ߅β ̒ʠձ ̛টԻ ԂࡉҖ ۰ݛٸձ ଥ зࡶض
ࢿ˓ଜЕ ۰ݛٸЬ
ࢇ ओࢂࡻз ̛؆ ʎ؏ ԂࡉҖ ۰ݛٸЕ ࢽ ؿҟ ʃଞ ࢽؿձ ̛˗ΰٕ߾۰
ী̗ ଜѦ Լ ଞ ࢂՎ  ئ ˁ ࡶ ࣱ ܹଜ ˈ ୃࢢ ࢂՎ  ئˁ ߾۰ ࢂՎ  ଼ ߭ৼݛ
ԂࡉҖձ ۰ࡳݥ؏ݛٸԻ ୃݨଜ̛ ࡢଞ ࡉୣࢶࢉ ؏߇ࢇЬ
Ӗ ɾ̛˗ࢇ ߅Ф ࢂՎ۰ ࢂݪࣸ ˗̛˓˓ ݛٸԂࡉҖ ۰ݛٸԻ ˓˓̛˗ࡵ
ࢽ˓ؿʎ  іࢇਫ਼ ʎ؏ ҟࢂ یତࡶ ࣱܹଟ ܹ Ь
ʼ˕ࢶࡳԻЕ ̛࣑ ԯ іࢇਫ਼߾ оଞ іࢇਫ਼ ૽ओ˃ ଯۘࡶ ଥ іࢇਫ਼ࢂ
ݦՇѦɼ ऎɼଟ ܹ ˈ ٹіࢇਫ਼ࠪ ࢉ˓एМ Խ̛ܽࡶ ࢻּଥ оֻ̍ٗ۱ ̛ܽࡶ
ଯۘ ֲࡳ ܹ ݤʎࢂ طՎ̛˗ࢇ ߅Ф ࢷ ߶ۏ߾ ળ̗୪˕ձ  ܹ ЬЕ ʯ
߶˃ࢂ ٗ۱ࢇЬ



㑳㈃ㇼᶠ ᣛ⛃ ᛇ⛔䃀 㬟∧ㅛᾇ ⯇⣯ⵏ⛃ㇼ
• ࢇࠪ ˗ଥ лଛୃؼࢺࡒظୠ ˔ˀЕ ęୃࢢ ࢂՎ̛˗ࡵ քࡵ
ࢂՎ˓˓̛˗߾ ࠝԐ ̛ɾ Ѱ߇ Ьߦଞ ࣗզࢂ іࢇਫ਼ձ ࢷܞଥ࠱एփ ࣯Ի
ݣܛঅն߳ܞࢷ ˈࠑבоݘٵۭݣܶ ٸЕ ٕ࣐ଞ ୃݨĚࢇԂֲ ęओࢂࡻз ̛؆
ʎ؏ ࢂՎ଼ ߭ৼݛԂࡉҖ ۰ݛٸɼ ݨଭѶѦ ࢂՎࢵ ߾ئঠѺ ɼМ۽Ѧ
߷ˈ ୃࢢ ˗ ۘ ࢠݤଢ଼߾۰ ֹֹ টо ڸࡕػփ ߅ТԂ ࢷࢶࢉ ࢂՎ
଼ ࢇ߶ۏ ߭ৼݛ؈ࢷଟ ܹ Е о߇ࢇ Ѻ ܹ ࡶ ʨĚࢇԂˈ ʈ࣏ବЬ
• ߅ࡌԜ ęࢇ ۰ݛٸЕ 6DD6ࠪ ʋࡵ Ի ऑଥ ˲ɼࢶࡳԻ  ࡶيҶ ਼
ࢇ࢈ࡶ ɼࣇࠠ ܹ ˈΟ߅ɼ ࢂՎࢷࡪؿ ࢇ˗̛חଞ ٹіࢇਫ਼ձ ࠉ߭
ࡳݥԻ ѹ ओ ߾חзଟ ܹ Е ࢉ˓एМ ৷ଈਫ਼ ݛݤ੬ࢉ ě,%0࠰ݝĜ˕
ʋࡵ ࢷٗח۱̛ܽࡶ ࢇࡈଥ ࠉ˱іࢇਫ਼Ի एݥଜЕ ҟ ળ̗୪˕ձ
ۏଜЕ ਼ ࠒଯԯࡶ  ܹ ЬĚˈ ђ٠ࠑ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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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ṯ ᛇ⯋
• ˗ ࢿئѦԻ ࡿՋࡳݪࣸ ࡶأԻ ଞ ࡿՋ̘̘أʋࢆࢺؼؼୋ أҟࢇ ࡸ
• ୃࢢ ࡿՋࢂ ࡵأՎࢉ ɾࢂ ࡕʸࢂ חՎए̛ܽݥएࡕ փ ରࡈଜˈ ࡳֲ
ࢂՎଭࡢࢂ ࢽࢂɼ ૦˘ࢶࡳԻ Ѹˈ ߭ ݛցઝ ଼ ߭ৼݛ۰ٸ ݤ ˓ࢿ ݛٸ
ࢂՎࢉࢂ ॳࠆɼ Ҙ ۘଢ଼
• ࡿՋ̘̘߾أ۰Е ࢂՎ̛̛ࢂ ࡢإɼ ૦˘ࢶࡳԻ ࢽࢂѸ߭ ߭ ʢʈ˗չࡈ
̛̛ࢂ ˁࡉ߾Ѧ ߵʸଞ ࣱ̛ࢇ ࢶࡈѸˈ ࡸ
• ʋࢆࢺؼؼୋ ࢂأʎࢉࢽ ؿঈչЯ˃ࡕ ˕ࣱ̛ؿ ط߾ ҬԂ ࣯ءԻ
ձ طݥଜЕ ࣸ߾̗ࡕࢂ ܕ۰ ࢿחɼ ؈ۢଟ ܕएɼ ˈ ࢷیѰࢂࢿѦ
ҟࢇ ࢽ ࢂؿࡈ߾ ࢵଥѺ ɼМࡸ ۽



1)3 1FSTPOBM)FBMUI3FDPSE 







̛הࢂ˲Լୣࢷࢂ̛הԼࢂ Я˃ ࡪ!
$05 DXWRPDWHGPHGLFDOUHFRUG ؿଵঐ˱CҟԼࢸ८ࢂ ࢷۏ
&05 FRPSXWHUL]HGPHGLFDOUHFRUG ࣗࢇࢂ̛הԼࢂ ցࢇԻଗղ˝ҡݛળࢊ
ࢂՎݤئଭ̍ ࢿ࣏ࢿତ 
(05 HOHFWURQLFPHGLFDOUHFRUG ଞ ࢂՎ̛˗ࢂ ࢷ۰ָ ѹ ࢷࢂ̛הԼ ࢂՎئ
ࢿ࣏ࢂ ତ 
&35 FRPSXWHUEDVHGSDWLHQWUHFRUG ऑՎࢽ ࢂؿ੩ݛઝ ԯ
(+5 HOHFWURQLFKHDOWKUHFRUG ࢂ ܹـՎ̛˗ࢂ ˲إɼࢶ ۘࡋࡈ֍ ߾ࣱ ۽শ
ࢷࢂ̛הԼ

೦ 3+5 SHUVRQDOKHDOWKUHFRUG 
•

ʎࢉࢂ ૦˘ࢶࢉ ૡۢʢʈ̛Լ ऑՎ̛Լʢʈ̛Լ 

•

˲إɼࢶ ۘࡋࡈ֍ ߾ࣱ ۽শ ࢷࢂ̛הԼ

•

ʎࢉࢇ ̛Լȡ˗չȡ˓ࡪȡࢿ ɼМ

•

 ࢂࢺ˗ ࢶݪࣸ؏ࠖࢶݪࣸٸܕʎࢉʢʈࢽ ؿʎ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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ㅙᭁ∥ ➝㈁⍵㊾➝ 1)3 ឩ⋑✾㋅
• ؿʢࢂՎࢽ ࢿئ ؿফۘࡢ ࢉئଯ̒ ࡶأɾࡳԻ ଜˈ ״ȝؼأۉʟࡿՋ
˔ԭ˔ ݣؼࢺأԭ أҟࢂ ࠆԜ ʎ߾ئࢽݨ ط۰ ˗ ࣏ତࡶ ѿˈ ̍
ଜЕ ؏ݥ
೫ ؿʢࢂՎࢽؿЕ ʎࢉࢽ ࢂؿଞ ࡪࡳԻଲ ࢉ̀ق̛ ۘئʋࢆࢺ˽ࢺʹ̘ ؼ
̘ࢺ ˽ࢼ ؼWKH5LJKWWR,QIRUPDWLRQDO6HOI'HWHUPLQDWLRQ ߾ ̒ʠଡ

• ʎࢉࢽ̛ ؿʼࢽ̀ࢂ ̒ ࢶئʠ ଲࢢ ʼࢽ 
೫ ଲۢی ࣏ࢿ ئࢂ ࢉ ࣏ࢿ ࡪ ˕ٸʸ̀ȡଭـ˱̀ ࢿ࣏  ٸ ࢂݦ
ࢿ࣏ ࢿତ ߯Խȡষશࢂ ࡪߊ ̀չ 
೫ הॹ ࣏ࢿ ئٙࢇଭ˕ ܘଥؑۘ ࢿ࣏ ٙئଭࡢࢂ ΰࡈ 
೫ ٸ ۘה߶ ࣏ࢿ ئϼ۶ ࢿ࣏ ٸଥ ࢿ࣏ ˓ٸ ۘהϼ۶ 
ࢿ࣏ࢂ ৷ଈਫ਼  ̛یࡈی

ឹ5-7骓ꖻ 鬀鹇됋 ꨨ떯ꅗ 쎗쏼 ꦢ 馯꺳ꦼ쌸ឺ 떨됼뎐 



1)3✾㋅ṭ ᛅ⯉⛒⿱
² 3+5ּࢶ ࣸ ଞ ʎࢉࢂ ૦˘ࢶࣗଢࢶ ૡۢʢʈ̛Լࢂ ܶओओࢳ߾ הʯձ
ѿЕ ˁࡉ
ȥЯܻଞ ʎࢉࢽؿԻ ী̗ଜʯ Ѹִ ଗࡁ߾ ҬԂ ؈াଥ۰ ࡈࢇ ɼМଜएփ
ࢷ ӖЕ ɼए ܹखࣗզ ط
ȥʎࢉࢇ ओ˗ػչʢʈ˗չ߾ ࢿ˓ଜЕ ˁࡉ ࢂՎ̛˗ ҟࢇ ࢂՎଭࡢۘ
ݦՇࠆٕ ࡶ۽ଥ ࣲएЕ ٙ ݨऑՎ  ݤЯܻଞ ʎࢉʢʈܹ ࢽѦԻ ী̗ଥѦ
 ؏ה
ȥࢇ ˁࡉ 3+5ࡶ ̒ʠԻ ଞ ࢂՎଭࡢ߾ ࠝऑࢇΟ ࢂՎ ˈی؈ۢࢿחࢎॺ ݤɼ
࢝ـଥओ ܹ ࡸ
ȥࠝԮ ʎࢉࢽ ۘئؿؿʢʈࢽؿЕ ʃ ࢽ ߾ؿଥкଜࠆ ܹखࢿ˓ঈչ
ҟ߾ ઞطଞ ࢿଞࡶ ؇ࡶ ܹѦ ࡸ
ឹ5-7骓ꖻ 鬀鹇됋 ꨨ떯ꅗ 쎗쏼 ꦢ 馯꺳ꦼ쌸ឺ 떨됼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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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ṭ ᛅ⯉⛒⿱
³ 3+5ּࢶ ࣸ ओ˗ػչʢʈ˗չ߾ ࡈଜˈ ˩գ  ːѭࡅ߾ הʯձ ѿЕ
ˁࡉ
ȥࡿՋ̘˔ ऎՋ̘Թْࠪ Ѱࢊଞ  ࢶئएࡢձ җଥߞ ଡ
ȥࢂՎ ̍ ۘࢿئѸ߭ߞ ଡ
ȥࢂՎ ࣏ࢿ ئऑՎ̛Լٕ ӖЕ ࢿ࣏ ࢷࢂ̛הԼ ࣏ତ߾ Ѷߞ ଡ
ȥࢂՎ ئʎࢽ ଗࡁ ˲ୣࢂʼ 
ȥࢂՎݤئଭ̍ ࢿ࣏ ऑՎ̛Լٕҟࢂ ̛ࢢیତऑՎ̛Լ̛ٕ࣏ۏԼٕ
ɾ̛Լٕ ࣏ତ߾ ɼԻ ऑՎ̛Լٕ߾ ࣱଜЕ ě3+5חऑ̛ԼٕĜ࣏ତࡶ
ݦ۶ଜЕ ؏߇
ȥࢂՎݤئଭ̍ ʎࢽ ଗࡁ ؿʢ ـएٕԶ 

ឹ5-7骓ꖻ 鬀鹇됋 ꨨ떯ꅗ 쎗쏼 ꦢ 馯꺳ꦼ쌸ឺ 떨됼뎐 



1)3✾㋅ṭ ᛅ⯉⛒⿱


ɼঢ় ʢʈࢽؼ ࡿࡿ˚ ݤ ࢽࢿ ئؿؿʟࡿՋࢺؼձ ૦˘ଜЕ ؏ଯࡳԻ

 ئऑଜѸ 2*4˔ԭ࣌ଡࡶ طѦࢂ ࢠ 䐆 ࡳԻ ѿЕ ؏߇
ȥࢂՎ̛˗ ऑՎ̛Լ
ȥ̛̛˗ ʢʈࢽؿ
ȥʎࢉʢʈ̛Լ 3+5 

ឹ5-7骓ꖻ 鬀鹇됋 ꨨ떯ꅗ 쎗쏼 ꦢ 馯꺳ꦼ쌸ឺ 떨됼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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