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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

슈테판 잠제입니다.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영광 입니다.

Distinguished audience and participants,

The Korea Office of the Konrad-Adenauer-Stiftung and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look back on an exceptional cooperation that has been 

established quite a number of years ago. Not only is our cooperation long-term 

focused and remarkably solid, but also highly productive. This is something we 

can and should truly be proud of. At Konrad-Adenauer-Stiftung we consider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to be one of our core partners for 

engagement in South Korea.

Today’s workshop is another example of the very timely topics that bring us 

together. As usual we will hold our discussions on a future-oriented and highly 

relevant issue.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at is currently taking place can be 

witnessed in all aspects of our daily life. It impacts economics, politics and 

societies as a whole. It is therefore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of our 

generation. Not only does it offer potential to contribute to solving some of 

mankind's biggest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or improve public health, it also poses a great deal of threat and can easily be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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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sed. The rise of fake news, hate speech on social media and cyber-attacks 

that can significantly disrupt important infrastructure makes this evident. That 

is why global cooperation and trust-building in the digital age is needed more 

than ever before.

Ladies and gentlemen,

Our workshop today aims to address these issues and provide valuable input. 

It is of special importance as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will be forward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via our New York office. 

Therefore we are offered the unique opportunity to directly contribute to future 

policy-making.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teams at CCEJ 

and Konrad-Adenauer Foundation for their intense and productive preparations 

leading up to this event. I am confident that the results of our workshop will 

be excellent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cooperation 

governance architecture. 

Working together: Making a difference!

“감사합니다.” Stefan Sams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Konrad-Adenauer-Stiftung

in Korea



부 토론주제 소개 및 논제제시[1 ] 

디지털 시대의 인권 기술윤리 민주주의“ , , ”

[종합발제] 양혁승 교수, 경실련 차4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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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발제

디지털 시대의 인권 기술윤리 민주주, , 의

기하급수적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가상세계와 빅데이터1.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해 물리적 세계와 닮은 디지털 트윈 이 만들어- (digital twin)

지고 있음.

연결의 편리성 거래의 편리성 의견 및 지식 공유의 편리성 의사결정의 편리성 - , , , 

등과 같은 단순한 무해하게 보이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다양, 한 

개인들의 행적에 관한 정보들로 디지털 세계가 형성되고 있음. 

- 디지털 세계에 쌓이는 정보는 특정 관찰자의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센서와 디바이스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들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그 범위와 깊이와 

누적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

- 향후 년 이내에 디지털 플랫폼에 연결되는 정보수집용 측정 센서 수는 억10 1,500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데이터는 시간마다 배가 되는 속도로 쌓이게 됨. 12 .

- 이렇게 축적되는 빅데이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의 

학습자료가 되어 개인 맞춤형 예측은 물론 모든 사물과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에 

활용되고 있음. 

양혁승 교수 / 경실련 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4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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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가상세계는 물리적 세계의 디지털 - 

트윈을 넘어 인류에게 새롭게 확장된 생활환경이자 활동기반이 되고 있음 디지. 털 

가상세계와의 단절상태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음.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2. 

알파고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증권- : 

거래 봇 개인맞춤형 추천시스템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법률가 인공지, , , , 능 

조교 강사 인공지능 면접관 인공지능 기자 인공지능 소설가 등/ , , ,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의 발전으로 지능형 자동화의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스마트 폰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 등, , , , 

- 년 이래 인공지능 발전을 리드하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한 인2012 공

지능의 주요 특징:

● 빅데이터 기반 학습 데이터의 질이 중요( )

● 수많은 특성 를 반영한 예측모델 도출 가능(features)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처리 가능 이미지 소리 동영상 자연어 등( , , , )

●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데이터 기반 예측의 한계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라는 가정 유연성이 낮음( , )

● 인과관계에 기반한 설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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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능 의 등장이 현실화되고 있음 스티븐 호킹 일론 머스크(super-intelligence) : , , 

빌 게이츠 스티브 위즈니악 등의 경고, 

- 문명사적 대전환을 견인 인공지능은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대: “ 한 

발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이나 전기가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보다 더 심대한 . 

영향을 미칠 것이다.”―구글의 순다르 피차이CEO 

3. 빅데이터 확장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러올 인권 민주주의 관련 위/ 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많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 기존 차별과 편견의 유지 및 강화의 위험성 사람들의 의사결정 패턴과 행동 및 : 

관계 패턴 등에 관한 빅데이터는 인간 사회에 내재된 편견과 편향과 왜곡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훈련된 인공지능 또한 그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특별히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들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인공지(minorities) 능 

기반 예측모델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데이터 기반 통제사회 의 등장 가능성(data-controlled society) 사회구성원들이 : 

걸어가는 발자취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한 정보가 쌓일수록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은 오웰의 소설 년 에 등장하는 빅브라더1984 (Big Brother)『 』 로 

악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은 통제와 조작 의 , (manipulation)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 

통해 인간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개개인 의사결정의 . 

패턴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데서 더 나아가 개인맞춤형 추천시스템처럼 

효과를 일으키는 수단들을 활용한 일정한 방향으로의 의사결정 유도는 Nudging 

여론이나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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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버블 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파편화(filter bubble) 개인맞춤형 피드백에 : 

익숙해진 개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복적으로 

듣게 됨 비슷한 취향을 가진 그룹들이 형성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목소리들. , 에 

귀 기울이거나 그들을 이해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됨 점차 사회적 응집력은 약화되. 고 

사회가 파편화 되어감 사회적 약자들과 이민자 등에 대한 극단적 감정표출이 .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차별주의와 극단주의 가 싹을 띄울 환경, (extremism) 을 

제공함.

* A filter bubble (a term coined by Internet activist Eli Pariser) is a state of 

intellectual isolation that allegedly can result from personalized searches when 

a website algorithm selectively guesses what information a user would like to see 

based on information about the user, such as location, past click-behavior and 

search history. As a result, users become separated from information that disagrees 

with their viewpoints, effectively isolating them in their own cultural or 

ideological bubbles. (*출처: Wekipedia)

인간을 위한 기술발전의 조건4.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가치와 윤리적 기준 사회적 규범과 원칙 속에 디지털 관련 기술발전, 을 

수용하느냐가 중요함. 

디지털 가상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관리 이용 등에 - , , , ,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개인 정보 

주권의 정의 정보 주권의 실현방안 법적 기술적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보 주권 , ( , ),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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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공유된 사회적 가치 인권 자유 평등 다양성- ( , , , , 

민주주의 등 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함 ) (Value-based design):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의 대원칙 수립 전문개발자들의 윤리지침 수립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 (

전문개발자 윤리선서 포함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더 나아 . 가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참여자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데이터를 수집 보관 이용하거나 

참여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심의절차 생명윤리기본법 에 준하IRB ( ) 는 

규범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인공지능의 예측기반 의사결정이, 나 

행동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클수록 인공지능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인공지능 개발이 시장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질 경. 우 

사후적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약화될 위험이 높음 특히 일반.  인공지능

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안정성에 (general AI)

대한 충분한 사전점검이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식품의약 안정성에 . 

대한 미국 심사와 유사한 안정성 심사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FDA .

빅데이터 플랫폼이 개인의 사생활 여론 선거 등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 , , 

고려할 때 빅데이터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 체계와 여론조작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사이버 보안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음 컴퓨팅 파워의 획기적 향상 퀀텀 컴퓨터 개발 등 과 인공지능을 악용. ( ) 한 

해킹 위험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

  

※ 참고자료 유엔 인권선언에 포함된 : Human Rights

1. Right to Equality

2. Freedom from Discrimination

3. Right Life, Liberty, Personal Security

4. Freedom from Sla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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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reedom from Torture and Degrading Treatment

6. Right to Recognition as a Person before the Law

7.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8. Right to Remedy by Competent Tribunal

9. Freedom from Arbitrary Arrest and Exile

10. Right to a Fair Public Hearing

11. Right to be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12. Freedom from Interference with Privacy,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13. Right to Free Movement in and out of the Country

14. Right to Asylum in other Countries from Persecution

15. Right to Nationality and the Freedom to Change it

16. Right to Marriage and Family

17. Right to Own Property

18. Freedom of Belief and Religion

19. Freedom of Opinion and Information

20. Right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1. Right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and Free Elections

22. Right to Social Security

23. Right to Desirable Work and to Join Trade Unions

24. Right to Rest and Leisure

25. Right to Adequate Living Standard

26. Right to Education

27. Right to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of Community

28. Right to a Social Order that Articulate this Document

29. Community Duties Essential to Free and Full Development

30. Freedom to State or Personal Interference in the above Right



세션 [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 성”

• [지정토론]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민주주의 ― ·인권
• [지정토론] 변순용 교수 , 서울교육대학교 기술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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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민주주의 인권: ·

김숙희 변호사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들어가며. Ⅰ

디지털 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과 파괴적 현식(super-connectivity) (Disruptive 

이다 선진Innovation) . 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술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하면서 ,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환경변화는 정부와 시민사회· . , 

기업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광범위한 정책영역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국가중심 정책들의 관행적 프레임워크로는 새롭게 등. 

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술혁신에 따른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가운데. , 

보다 나은 인간적 삶의 구현 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근원‘ ’ 적 

패러다임으로서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 별 

개별정책들을 다양한 인권적 가치들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산업화 제도화 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1)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보고서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여성들은 강한 당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자해 콘텐츠를 본 영국 십대의 자살 여성 복장을 한 자신, 의 

비디오를 게시한 후 괴롭힘을 당한 인도인 등을 언급하면서 세 미만의 거, 18 의 

분의 이 최근 온라인에서 폭력적이거나 증오적인 접촉 또는 행동 에 노출된 3 1 “ ”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또한 언급하였다. 

이에 디지털 시대 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1) 서창록 디지털 혁명 시대의 국가인권정책 패러다임 제 호 쪽 (2018.6.), . KU-GSIS Policy Briet-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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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혐오와 표현의 자유. Ⅱ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필요성 1. 

최근 한 연예인이 혐오 표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그 전에 . 

혐오 표현에 의하여 자살을 한 사건은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그 위험성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성 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diversity)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이중적인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  , , 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화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 , , , 

운동에 대한 혐오 특정 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등 다양한 대상, , 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표현이 범람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핵심가치. 인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결혼이주, , 

여성과 그 자녀들 여성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조롱, , 과 

경멸과 같은 차별적인 혐오 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도 침해하여 무제한 보장될 수만은 없다.2)

우리가 이와 같은 혐오 표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혐오의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가해속도를 가속화하고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상황이며 그 피해, 의 

범위는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 범위로 확장되어 있다. 

2)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밥학 제 호 쪽 , , 72 (201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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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제한에 관한 기준2. 

이처럼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의사 표현과 정보 교환을 , 

가능하게 하는 언론매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도 , 

바로 그러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구축되는 이른. 바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 것 인지의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종래의 법이론으로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어느 사람의 표현 행위가 혐오표현. 에 

해당하여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 또는 침해하여 그 규제 내지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존의 법리 내지 규제 모델로 과연 이를 해결할 수 , 

있을 것인가 사실 온라인 매체가 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 

확대하여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서도 반면, 에 

규제의 필요성이 나타난다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떠하며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과연 그 규제의 폭을 어느 정도로 허용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보다 거시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3)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제한에 관한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2012년 

월 일 제 차 회기에서 한국 브라질 미국 등의 제안으로 인터넷상 인권의 촉진7 5 20 , , ‘ , 

보호 및 향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이는 인터넷상 개인의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A/HRC/20/L.13).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의라는 의의를 갖는다 헌장에 따UN .  UN 라 

이루어진 동 결의는 년 세계인권선언 및 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규약1948 1966 ㆍ 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국제규약 등 관련 인권조약에 들어있는 인권과 기본‘ㆍ ㆍ 적 

자유(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를 재확인하고 급속한 기, 술

발전으로 전 세계인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상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행사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3) 이상경(20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 21(4): 201-202쪽



디    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6

이어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개최된 제 차 회기에서 인권위원회는 2014 6 10 27 26 UN

다시 한 번 인터넷상 인권의 촉진 보호 및 향유 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온라인‘ , ’

에서의 인권의 촉진과 보호를 재확인하였다.4)

혐오표현이 갖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아무런 개입을 취하지 않는 것, 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혐오표현의 심각한 해악은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 , 

소수자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혐오표현이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해왔다 사상의 .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혐오표현을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 

소수자의 맞받아치기‘ (speaking back)’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한 . 

국가가 불개입으로 일관하는 것은 혐오표현을 허용 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 ’

줌으로써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이 

시민사회에서 저절로 개선되지 않는 한 불개입 은 선택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 ‘ ’ .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는 국제법상 요구되는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 분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논점은 개입이나 불개입이냐가 . 

아니라 ― 규제반대론이 지적하는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되  ― 여러 규제

장치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5)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3.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학생으로 하여, , 금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 , , , , , , , ,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 , , ,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를 , , , , , 

4) 이상경(20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 21(4): 207-208쪽

5) 홍상수(2016),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문 서울대학교인권센터 혐오표현 연구모임, , , 2016, 1. 28. 1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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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 조 제 항이 법률유보‘ ’ 5 3

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 ㆍ

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 혐오표현, , ㆍ 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 이 사건 조례 

제 조 제5 항에서 금지하는 차별 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3 ㆍ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 사

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 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 ‘ ’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6)

자율규제 방안과 형사적 규제 방안4. (self-regulation)

가 자율규제방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에서는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동 기구의 정책 제 조에서 게시물의 21 ‘

제한 이라는 표제 하에 회원사는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 등으로 ’ “ · · · · · ·

6) 헌법재판소 판결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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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협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

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 , 적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 장 제2 절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1 .” .7) 

이러한 자율규제는 인터넷 공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종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표현이 설령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된다고 하여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대상으로서 차별적잉고 혐오

적인 표현이 일정 수준을 넘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 정 

집단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위축효과가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들인 소속회원사를 . Service Provider

통한 게시물의 삭제조치라는 점에서 비사법적 비형벌적인 자유규제라고 불리는 것이다· . 

특히 구체적인 삭제기간을 정하여 지역 장애 인종 출산국가 성별 나이 직업 등으로 , · · · · · ·

구별되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어야 하며 표현행위 또한 모욕적이거나 , 

혐오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그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 게 

초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8)

실제 한국인터넷자율기구의 정채심의회 심의사례로는 욕설 혹은 극단적인 편향성“ 을 

가진 자료를 발췌하여 오로지 특정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된 글의 경우 구성‘ ’ 원

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한다 고 판단한 바 있다” .9)

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해설서 쪽 , KISO (2014), 74

8) 이상경(20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 21(4): 229쪽

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해설서 쪽 , KISO (201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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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적 규제방안. 

인터넷 혐오표현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개인일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상대가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인 ,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적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개진되고 있으나 형벌규제를 최후적, ·

보충적 수단으로 즉 비사법적 비형벌적 규제를 통하여서도 극단적 혐오적 표현이 , ·

억제되지 않는다면 형벌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Ⅲ

디지털 혁명은 더욱 높은 생산성과 편리성을 가져오지만 도시에 인간의 본질적 , 

가치에 대한 도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에 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 

인권 친화적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 초기에 심각한 노동.  

착취와 환경파괴를 예상하고 이를 위해 미리 대비했다면 인류는 극심한 인권침해와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 

위해서는 디지털 혁명 시애의 새로운 인권적 도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 한 

대비를 통하여 미래세대에게 기술혁신을 발판으로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사회를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에 . , 

의한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이 기존의 산업구조 및 사회제도와 유기적으· 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줄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10)

10) 서창록 디지털 혁명 시대의 국가인권정책 패러다임 제 호(2018.6.), . KU-GSIS Policy Briet- 2 ,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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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기술 윤리: ·

변순용 교수  / 서울교육대학교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개념들1. :

● 디지털 접근권 디지털 공공재 디지털 평등 소수자 및 약자의 보호(1A), (1B), / (1C), 

성차별적이지 않은 데이터 디지털 헬프 데스크 인권의 디지털 기술에(1D), (2), 의 

적용 인권침해 및 잠재적 침해에 대한 관심 제고 설명가능성 및 사용(3A), (3B), 자 

책임 디지털 안전성 글로벌 디지털 협력 메커니즘 다자 체계(3C), (4), (5A), 

접근(multi-stakeholder system) (5B)

● 디지털 접근에서 성인에게 한정하는 부분 에 대하여 굳이 성인으로 한정해(p.38) 야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임.

2. 디지털 상호의존의 발전을 구성해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지 가치 포괄성 포용성9 ( / , 

존중 인간 중심성 인류의 번영 투명성 협동 접근성 지속가능성 조화 중에서 , , , , , , , ) 

존중과 인간 중심성은 논점이 겹치고 인간중심성과 인류의 번영이라는 가치에서, 는 

인간이라는 종이기주의에 근거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 부분은 인공지능 투명성과 혼동될 소지가 매우 많다. 

3. 디지털 변환 속에서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의 등장이 예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결되고 싶지 않을 자유 또는 상호의존의 부정적 효과 즉 구속으로서의 상호“ ”, (

의존 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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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 사회가 도전해야 할 긴요한 이슈들[ ]

1. 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성찰을 통한 국가4 , 

사회적 준비

○ 플랫폼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의 에 대한 이성적 숙AI ELSI 고

○ 인구 감소 인 가구의 증가 싱글라이프의 증가 성로봇의 등장 내지 디지털, 1 ( ), , AI( ) 

디바이드 레벨 이상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드론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능성, 3 , 

유해 드론과 드론 트래커 빅데이터와 편향성 증가( ), AI , A/IS (Automous /

에 의한 인간에 대한 규제 증가 인간의 기술Intelligent System) , 에 대한 과의존과 

오남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회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 , , , A/IS

자율적 의사결정권에 대한 책임소재 인간의 고유성 혼란 강인공지능 포비아 , , 등 

매우 다양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고 판단의 혼란에 , 

빠지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음

2. 등 디지털 기술의 이용에 관한 윤리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AI : 

디지털 변환에 대한 윤리 인증제와 빅데이터 윤리위원회의 도입

분야별 인공지능로봇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준 내지 준거들이 제시된다 전투. ○ 

로봇이나 수술로봇 서비스로봇이 동일한 기준이나 준거에 의해 작동되어서는 , 

안되며 분야별 용도에 따라 기준들에 대한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 내지 준거들을 가지고 인증을 

하는 기준 내지 준거인증 과 자율성인증(criterion certification) (autonomie 

으로 윤리인증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cer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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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윤리인증에 대한 담론에. , 서 

우려할 것은 윤리인증의 필요성과 기술적 용이성 등과 같은 이유로 윤리인증이 

자칫 기술인증 내지 안전성 인증의 수준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기준. , 

인증에서는 예컨대 자율지능시스템의 관련자들을 예를 들어 설계자 제작자(1), (2), 

사용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3), (4) . 

가령 등은 설계자의 책임성 투명성 최소편향성 등을 나타나A1, T1, B1 , , 게 

코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기준이나 준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 

설계자 혹은 제작자나 사용자 관리자 중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 는 

관련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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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준 윤리 인증 프로그램
(Two Levels of Ethics Certification Program)

비고

윤리인증 I:
기준 준거 인증( ) 

(criterion certification) 

윤리인증 II:
자율성 인증

(autonomy certification)

책임성

설계자A1( )

유형1 :
 

명령의 무조건적 수행(AC 1)

제작자A2( )

사용자A3( )

관리자A4( )

투명성

설계자T1( )

제작자T2( )

사용자T3( )

관리자T4( )

최소편향성

설계자B1( )

제작자B2( )

유형2 : 

상벌에 따른 결과주의(AC 2)

사용자B3( )

관리자B4( )

제어가능성

설계자C1( )

제작자C2( )

사용자C3( )

관리자C4( )

안전성

설계자SA1( )

제작자SA2( )

사용자SA3( )

유형3 : 

사회적 규약 준수(AC 3)

관리자SA4( )

보안성

설계자SE1( )

제작자SE2( )

사용자SE3( )

관리자SE4( )

프라이버시 

설계자P1( )

제작자P2( )

사용자P3( )

관리자P4( )

표 이원화된 윤리인증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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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지능 시스템의 알고리즘 편향성은 인지 정보처리 과정 결정 심지, , , 어 

외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판단과 의사 결정이 . “

과거의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와 달리 인간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알고리즘과 이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숨어있는 윤리적 요소가 점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편향성의 문제. , 가 

제기된다 통계는 편향성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데이. . 터 

자체의 편향성과 데이터 처리과정의 편향성은 물론 구분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 

별도로 이 두 가지 모두 데이터 공정성의 문제와 항상 갈등에 빠지게 된다 특. 히 

데이터 객관성과 공정성 역시 상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데이터가 객관적이라. 는 

것은 데이터가 지향하는 대상과 데이터의 일치를 전제로 하면서 이 데이터가 

습득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입이 배제되어야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 

근대적인 기계적 객관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의 객관성은 데이터 자체의 습득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데이터. , 의 

공정성은 데이터의 활용과정에서 더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구글 매니저인 . 

화이트 는 데이터 안에는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러(Becky White) 한 

편향성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복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편향성 인지가 매, 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말한다.

모집단 자체가 편향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데이타 수집이 이뤄진다, 면 

수집된 데이터도 편향적일 것이다 만약 모집단의 편향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 

데이터 수집이 이뤄진다면 데이터는 비편향적이겠지만 모집단의 상태를 객관적으, 로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는 모집단 편향성 데이터 수집. , 의 

역편향성 데이터의 비편향성 데이터의 비객관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 , . 

데이터 수집에서의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집단 편향성 데이터 수집의 , , 

객관성 수집된 데이터의 편향성 데이터의 객관성은 유지가 되겠지만 공정하지 , , 

못한 경우라 하겠다 다시 말해 모집단 편향성 수집된 데이터 편향성은 이런 . , 

맥락에서 본다면 데이타 객관성과 공존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수집의 객관성은 , 

모집단의 편향성 여부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 있다 여기서 객관성이, .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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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모집단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 한 

데이터는 공정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 모집단 편향성 데이터 편향성 데이터 . , , 

객관성 데이터 공정성의 의미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그래서 데이터 편향성과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 

에서 빅데이터윤리위원회의 신설이 강력히 요청된다.

3. 인권 디지털 인권에 대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시AI , , , “AI 

민성 윤리 도입 + ” 

미래 사회의 교육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 의 

행위가 더 이상 순수한 행위가 아니라 과학기술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 의 

혁신적인 변화는 인간의 삶과 세계의 모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공. 

지능과 로봇 기술의 변화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류의 

나아갈 미래에 대한 비젼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 선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며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 여 

인공지능로봇의 긍정적 활용 능력도 배양해야 한다.

시민성 윤리교육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AI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에 .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의 모습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을 

활용하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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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인증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

되고 있는 인공지능로봇윤리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책임성, 

(Responsibility / 투명성 최소편향성Accoutability), (Transparency), (Minimum 

제어가능성 안전성 보안성Algorithmic Bias), (Controllability), (Safety), (Security), 

인권존중 공동선 을 들 수 있다(Respect for Human Right), (Common Good) . 

이러한 내용이 시민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부가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내용들AI . 이 

중국의 책임있는 설명가능한 등에서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AI, AI , 

들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시민성에 포함되어야 한다AI .

 

  



세션 [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 지정토론] 김동엽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경남대학교 ( ) 기술 안보 ― ‧

• [지정토론] 유동호 위원,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정책위원 기술 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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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기술안보: ‧

김동엽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디지털 시대 안보의 주체와 대상“ ”

1. 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이 군사안보와 어떠한 연관성4 을 

가질 것인가?

기술의 발전은 산업 행정은 물론이고 권력 역시 중앙 집중적 구조에서 분산 수- 

평 개방형 구조로 변화시켜 거대한 권력보다는 미시권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

게 될 것임

인간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오래 살고 도시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력간 이익에 입각한 도전과 위협은 더 큰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음. 

빠른 새로운 사회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반 정부세력 해커 대중적 여론 영향- , , , 

력 있는 개인 극단주의자 등이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자신들이 새로운 질서를 , 

확립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임 

차 산업혁명의 발전 방향성은 초연결화 초- 4 (IoT + AI = Hyper Connectivity), 

지능화 예측 가능성(CPS + AI = Super Intelligence), (Big Data + AI = 

증가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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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은 차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연구 로봇 프린팅 바- 4 ( , 3D , 

이오 뇌 인지과학학 분야 선도를 위한 전략 추진, , )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해 군산학연 협업으로 개발시간과 비용을 절약 연구성과- , 

를 시장으로 조기 이전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R&D) 

정부는 기초 원천 기술을 연구 민간은 기술의 상요화를 분담하면서 파급효과를 - , 

지닌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노력 융합 등 민간이 앞서 있는 기술을 우선적, ICT 

으로 적용하고 우주 분야는 경제성 보안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시행, 

인공지능에 기초한 로봇 자율시스템으로 발생한 많은 실직자들이 준군사조직- , 

용병 범죄집단에 활용될 수 있음, .

차 산업혁명 시대 전쟁양상 변화와 이에 대비한 국가들의 군사력 2. 4

건설 동향의 이해가 중요

우주와 사이버등 다중영역으로 전쟁 영역 확대는 양상과 파괴 범위를 예측하기 - 

어려운 장단점 혼재

인명중시 인식 확산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적용이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 

상되지만 이는 인간의 반응속도를 초월해 예측할 수 없고 빠른 전쟁 전개

대규모 자동화 드론과 같은 저렴한 무인체계의 군집 파괴 능력의 보편화와 함- 

께 레이저 고주파 무기 등의 실용화는 직사화기의 범위를 넘어선 정확성과 치, 

사성을 보일 것임

무엇보다 정보의 공유 촘촘한 네트워크화 다양한 유형의 센서들로 인해 인간- , , 

이 숨는 것 이 찾는 것 보다 더 어려워 질 것임 ‘ ’ ‘ ’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롭고 치명적인 무기체계의 개발로 이어져 처음 등장하는 - 

비밀 기술들을 이용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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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투명성 증가는 무기 개발에 있어 선도국가는 개발 기간이 증가하지만 - 

후발 국가와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부담으로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상황이 유리하지 않으면 테러나 대리단체를 활용하거나 전쟁에는 못 미치

는 회색지대에서 사이버공격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차 산업 혁명이 만들어 낼 전쟁양상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 4

것이며 각 국가들은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고 선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

을 진행중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주용 강국간 군사력은 불안정한 균형을 형성하며 더 이상 - 

미국이 정대 우위를 점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의 국가와 비국가단체 간에도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충돌이 발생하는 시대가 도래 과거 전통적인 , 

전쟁과는 다른 차원의 전쟁 양상

사이버전 전자전을 미래 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인식3. , 

하고 경쟁적으로 발전

차 산업혁명시대 국방 안보의 영역은 자연 영역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에 사- 4 ( , , , )

이버 전자기 영역이 추가하여 이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진화 시너지 효과 극대

화 추세

지상 해상 공중 우주은 자연에 의해 형성된 영역이나 사이버 공간은 인간에 - , , , 

의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확한 주체와 대상의 파

악이 제한 피해 규모 범위 확인 제한 적절한 대응의 제한 종료 시점의 모호, , , 

함 등의 특성을 지님

전자기 스펙트럼의 확대로 자신의 정보통신 통합 동시화 능력을 향상하면서 사- 

이버전이 가진무선 폐쇄망 침투 불가능이란 단점을 보완해 상대방의 지휘통신

무기운용 등을 효과적으로 불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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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기술보안: ‧

유동호 /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정책위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사회 모든 분야의 뒷면에는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작용과 불

합리한 문제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도 높은 디지털화에 따. 

르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오남용 정보의 독점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주목해야할 최근 디지털 서비스 트랜드의 하나는 바로 이동성 입니(Mobility) 

다 이 이동성은 디지털 시스템이 과거보다 더욱 많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처리해. 

야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리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시. 

스템은 이용자들의 개개인 별 지리적 정보 이동에 대한 니즈 그리고 차량에 대한 , 

정보를 모두 수집한 후 이를 통합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관 중앙에 두고 서비

스를 관리하는 기업을 통해 가능해 졌습니다.

서비스의 등장은 현재 제한된 분야에서만 소개된 이러한 이동성 서비스를 상상하5G

기 힘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 5G 

통해 기존에 디지털과 모바일로 융합되지 못했던 더 많은 생태계가 융합될 것이며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단순화. 

시켜서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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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 ― ― 

문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오남용1. ■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들은 초기 기술이 도입될 경우에는 폐쇄된 구조에

서 운영되었지만 빠르게 네트워크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네트워. 

크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접근가능한 그룹이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났고 활용성도 매

우 높아졌지만 이런식으로 서비스가 급격히 확장되는 시점에는 관련 시스템을 개발, 

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확장에 대한 문제만 대응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폐. 

쇄된 환경에서 설계된 시스템들 예를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 장치 등이 , , CPU, OS, 

개방된 공간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 질때도 대부분 폐쇄환경을 가정하고 설계된 그

대로 이용됩니다 이는 개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문제점 불법. (

적인 데이터 접근 데이터의 방치 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발생시, )

키며 이에따라 악의적인 목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이 오남용 되기 쉽고 실제로 아주 , , 

쉬운 공격으로도 시스템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 문제 정보의 독점 문제2.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

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주체에 많은 정보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영주체가 정부 등 신뢰 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수립 등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독점에 따른 피해는 언제나 가능합니, 

다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등은 자사의 개인과 기업 고객들이 거래하는 모. , 

든 정보를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규제를 통해 이러한 기관들의 . 

시스템이 보호되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대로 판매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사, 

용되는 것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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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업적 서비스 회사들이 많은 정보를 독점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3.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이용자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록을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다르

게 활용되면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허술한 보안 시스템 설계에 따른 침해 , 

공격 통해 일어날 수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집단에 의해 의도, 

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서비스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 

오남용 할 수 없도록 다양한 규제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은 미,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해결 방향 ― ― 

오픈소스화1.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은 설계가 완벽히 공개될 경우를 가정하고 시스템의 , 

오남용 문제없이 서비스의 종단 간 설계의 목적대로만 활용될 수 있(End-to-End) 

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네트워크를 개방된 환경으로 운영하는것에 그. , 

치지 않고 시스템의 설계는 완전히 드러나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학적인 , , 

설계를 통해 시스템이 침해받지 않도록 구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구. , 

현은 오픈소스로 구현하여 모든 설계를 공개하고 시스템의 보안성은 별도의 암호학

적인 설계에 의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보안성은 설계를 감추는 . 

방식에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공개할수록 안전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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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통제의 기술적 수단 마련2. 

이용자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단 서비스 회사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들이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들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 충분한 고지를 하고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

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때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쉽게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의 의 경우 개인에게 기업이 수집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데이터의 처리 제한권 및 이전 권한을 부여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개

인정보에 대한 본인의 통제수단을 강화해줄 방법에 대한 발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3. 

블록체인 기술로 소개된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부분에 대한 해

결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중앙의 독점적인 시스템 운영자 없. 

이도 서비스의 참가자들이 공통의 이해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가는 기술 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 가상화폐. (

의 가치 평가 문제 등 과 역시 어두운면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기술 자체만으로 볼 때 현재 디지털 시스템이 갖고 있, 

는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과 투명성 확보에 분명한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비트코. 

인을 어느 누구도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현 시점까



디    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36

지 약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가치 있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10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보다 매우 낮은 효율에 머물러 있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상

충하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응용분야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 소스코드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면서도 비트코인 

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은 자산의 가치를 보전해 줄 수 있을 만큼 안전하

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의 거래를 넘어서 투표. , 

신원확인 안전한 상업적 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실험적 사, , 

례에서와 같이 탈중앙화 자율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조직 를 구현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UN 

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2 ] “ , , ”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인사말 윤순철 사무총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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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입니다.

오늘 부 토론회[1 ] 때 불 편한 점은 없었는지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 협소한 자리를 지켜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취지는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등 UN 

국제사회에 디지털 권고 안 을 제시해 보자는 것( ) 입니다. 작년 월경 사무총장6 UN 이 

제안한 디지털다자협력 방안에 관한 보고서인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의 요청『 』

에 따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기획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라는 말처럼 최근 국제경제는 “ ” , 디지털 산업 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그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향후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회 부 의 주제와 관련하여[2 ] ,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

지고 있는 공통적인 “증상 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디지털 경제력 집중“ ”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구글 등과 같은 특정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IT 로 

전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소비거래와 트래픽이 집중되고 있지만,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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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적절한 소비자 정책 투명, 한 가격 정책 , 공정한  조세 정책은 뒷받침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나, “상호접속고시”와 

“인터넷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 도입 논란을  둘러싼 갈등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 핀테크나 빅데이터 산업을 둘러싸고 특정 기업들에게 노골적인 

특혜 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 최근  “데이터 법3 ” 통과나  “은산분리 완화” 시도 와 

같은 논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플랫폼 독점을 

둘러싸고 국내 외 기업들의 · M&A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긱 경제를 둘러싼 

디지털 경제력 집중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 현상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지 걱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지난 년부터 2017 국내 외 · 디지털 경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공익보다는 사업자들의 

편에 서있었습니다. 헤게모니 앞에선 국제기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시장독점 불공정거래, , 소비자 불평등 문제에 대해 

저들은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없는 시장경쟁에 이젠 제동을 걸때가 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 

디지털 경제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 입니다“ .”

오늘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에 UN

꼭 전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윤 순 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2부 토론주제 소개 및 논제제시] 

“디지털 기술과 지속가능발전”

종합발제[ ] 방효창 교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 학과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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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발제

방효창 교수 /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 학과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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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지정토론[ ] • 박  훈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 ) ― 디지털 경제 세제‧

• 지정토론[ ] 조성은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포용적 경제 사회 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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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디지털 경제세제‧

박  훈 교수 경실련 /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의 국제조세 문제 논의

■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내용  조세관련( )

국내에서 관심있게 다루어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추가 선정

글로벌 기업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의 국제조세 문제 프로젝트- ( , , ) (BEPS )

■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의 패널 보고서상 내용 

국제 디지털 협력 과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의 국가간 과세권 문제 논: G20 OECD BEPS – 의

일부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디지털 서비스세- ( , , ) : (DST), 

태국 역외 디지털 서비스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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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노력OECD BEPS 1)

는 재정위원회 를 통해 조세제도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 및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세정책 및 집행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국제적 조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재정위원회는 본회의와 개 작업반 회의 소그룹 회의10 (Working Party) , (Sub-Group) , 

글로벌 포럼 및 조세행정포럼 회의로 구성(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

되어 있고 각 작업반 산하에 주요 논의 주제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시 소그룹 산하에 기술자문그룹. (Technical Advisory Group, 

을 회원국 정부대표 기업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TAG) , 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년대 국제조세기준이 처음으로 쓰여진 이후 세계화 사업모델의 변화 그리고 1920 , , 

지정학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 또는 위기 와 함께 국제적 환경( ) 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국제적 이중과세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중비과세. , 를 

초래하는 국제조세기준의 틈새와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는 과 함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OECD G20 (Base Erosion 

이하 라고 함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는 국제조세기준and Profit Shifting, ‘BEPS’ ) , 이 

기업의 소득을 실제경제활동과 가치가 창출되는 곳으로부터 인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1) 조규범 조상호 조상현 정인식 김선영 이태규 박훈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한국공 · · · · · · , “ ”, 

인회계사회 의 소개부분을 발췌정리한 부분이다 토론자가 참여한 보고서로서 해당 진행과정 자체, 2019.10 .  

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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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정상들은 국제조세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질요건은 강화하며2013 9 , G20 , , 

투명성과 확실성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의 야심차고 포괄적인 개의 세OECD 15 BEPS 부

과제 를 추인하였다 그로부터 년 뒤인 년 월 는 다국적(action plan) . 2 2015 10 OECD

기업에 의한 세원잠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개 세부과제를 15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월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하였다11 G20 . 

과제 디지털경제1. 

과제 혼성 불일치 해소2. 

과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3. 

과제 이자비용공제 제한4. 

과제 유해조세제도 폐지5. 

과제 조약남용 방지6. 

과제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7. 

과제 이전가격 세제 강화8-10. 

과제 통계분석11. 

과제 강제적 보고제도12. 

과제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13. 

과제 효과적 분쟁해결14. 

과제 다자간 협약15. 

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및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프로젝트G20 OECD G20 BEPS 의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를 구축할 것을 에 요구하였고OECD , 

이에 따라 는 년 월 모든 관심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 OECD 2016 1

구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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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행체계는 및 프로젝트의 참여를 원하는 모든 관심국가들OECD, G20 BEPS 로 

구성되어 글로벌 포럼 형식으로 운영되며 구성원들은 모든 기술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련된 국제조직 및 지역조직 또한 옵져버 등으. , 로 

참여할 수 있으며 년 월 현재 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8 8 , 117 .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수행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세부과제에서 필요로 하는 나머지 기준설정BEPS 

▶ 최소기준 과제의 이행여부 검토BEPS 

▶ 다른 과제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영향 분석BEPS 

▶ 과제를 이행하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개도국에 대한 실무 지원BEPS 

의 입장은 OECD BEPS Action 에 대한 년 최종보고서1 2015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ctober 05, 

2015)」 의 년 월 후속 중간보고서, OECD/G20 2018 3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Inclusive Framework on BEPS 

(March 16, 2018)」 의 년 월 정책보고서 및 공개협의문서와 주요 , OECD/G20 2019 1

답변서 의 년 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보고서, OECD/G20 2019 5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19)」 등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년 월 공개협의문서의 제 과제2019 1 1  논의에서는 사용자 참여 제안 마케팅 (pillar1) , 

무형자산 제안 및 중요한 경제적 실재 제안에 대한 논의를 년 월 합의안 도출, 2019 5 을 

위한 보고서의 제 과제1  추가논의에서는 수정잔여이익분할법 공식배분법(pillar1) , , 

간주이익배분법에 대한 논의를 년 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보고서의 제, 2019 5 과제 2

논의에서는 소득합산규칙 모회사소득에 합산하는 방안 과소과세지급 규칙( ),  손금공( 제

부인방안 및 과세조건부 규칙)  조세조약 혜택부인방안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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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공개협의문서의 제 과제 논의 사용자 참여 제안 마케2019 1 1 : , 팅 

무형자산 제안 및 중요한 경제적 실재 제안에 대한 논의

사용자 참여 제안은 영국이 주장한 것으로 기업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을 ‘ ’ , 

광범위하게 검토할 수 있고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은 이익 배분을 위한 과, 세

준거점 및 기준을 정의하는데 있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특정 디지털 사업 에만 적용하도록 한정되어 있(business model) 어 

제한적이다 또한 회사들은 사용자 참여를 이루어 내기 위해 막대한 투자비용. , 을 

지출하는데 사용자 참여만을 기초로 가치를 판단하는 해당 제안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항으로는 사용자 참여를 평가할 때는 사용자 수. , 

사용자가 소비하는 시간 사용자의 참여 정도 예를 들어 게시물 개수 등 웹사이트, ( , ), 가 

현지 언어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 특정 국가 전용 서버 용량의 비율 특정 국가, ,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마케팅 무형자산 제안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모델만을 한정하‘ ’ , 고 

있지 않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케팅 무형자산과 관련. 된 

수익 이외 다른 모든 수익은 기존 이전가격 규칙에 따라 배분되도록 하므로 새로운 

규칙이 기존 세무 관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마케팅 무형자산. 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이 복잡하여 개발도상국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전략과 관련. , 된 

활동은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마케팅 무형자산으로 인한 수입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킨 실제 활동과는 관계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사용하는 시장관할권에 귀속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무엇이 마케. 팅 

무형자산을 구성하고 어떻게 수익으로 창출되는 지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안이 채택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 중 단순히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비 기업들도 현지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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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운 과세기준에 의해 시장관할권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 측면에서 보면 고려되고 있는 대안 중 

가장 불리하다는 견해도 있다.2)

중요한 경제적 실재 제안은 인도가 주장한 것으로 적용 가능한 기업 범위가 넓어 ‘ ’ , 

포괄적이고 중립적이며 복잡한 요소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기 때문에 개발도, 

상국도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실재라는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 고 

디지털 실재와의 관계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 

요소를 통합하도록 권고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위 가지 제안중 사용자 참여제안과 마케팅 무형자산제안은 이익배분과 관련한 종전 3

이전가격세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중요한 경제적 실재 제안은 .  

고정사업장과세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참여제안은 특정된 디지털 .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작아 국제조세제도 변화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거래와 비디지털 거래의 경계를 구별 짓, 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케팅 무형자산은 종전 이.  전

가격세제에서 무형자산에 대해 어떠한 정상가격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년 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보고서의 제 과제 추가논의 수정잔여이2019 5 1 : 

익분할법 공식배분법 간주이익배분법에 대한 논의, , 

년 월 공개협의문서의 제 과제 논의에서 제시된 사용자 참여 제안2019 1 1 (pillar1) , 

마케팅 무형자산 제안 및 중요한 경제적 실재 제안은 주장하는 나라마다 입장이 

2) 이경근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조세기준 개정 논의의 시사점 조세일보 , ' ' ( ), , 2019.8.6.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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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하게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년 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보고서에서2019 5 는 

이익배분방식으로 구체적인 이익배분방법으로 수정잔여이익분할법 공식배분법 간주, , 

이익배분법에 대한 논의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위 세가지 방법은 원격참여를 .  

통한 비즈니즈활동에 의해 가치가 창출되는 상황에서 고객 또는 사용자가 위치하는 

관할권 시장관할권 에 더 많은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 .

수정잔여이익분할법은 다국적기업의 비일상적이익 중 일부(non-routine profit) 를 

시장관할권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분대상 비일상적 이익은 새로운 과세권. 의 

범위 내에 있는 시장이 창출한 가치를 의미하나 현행 이익배분 기준에서는 인정, 

되고 있지 않다. 이 방법은 관련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잔여이익분할법과 

같은 이전가격 접근법의 변형을 사용한다 수정잔여이익분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총이익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의 개발 총이익을 일상적 , 

부분과 비일상적 부분으로 분리시키는 규칙의 개발 새로운 과세권의 적용대상이 되, 는 

비일상적 이익 부분을 정량화하기 위한 규칙의 개발 새로운 과세권의 적용 대상으, 로 

식별된 이익을 관련 시장관할권 간에 배분하는 규칙의 개발 이중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정잔여이익분할법과 기존의 이전가격제와의 통합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잔여이익분할법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는 

그것이 다국적 기업 전체에 적용될 것인지 또는 각각의 사업부별 및 지역별로 

별도로 고려할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작업반 에서 구체적으로 의견, (WP6)

을 수렴하고 있다.  

공식배분법은 배분대상 총이익에 일정한 배분공식을 적용하여 시장관할권에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분대상 총이익은 비거주법인 그룹 사업부별. ( )의 

전체 이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이 방법은 과세분쟁을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회원국들이 공식배분법, OECD (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으로 대표되는 정상거래원칙에 대한 이론적 대안은 배제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이전가격지침 는 점에서 실제로 채택되기 쉽지 않다(OECD C.3.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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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이익배분법은 현지 매출액에 마케팅 배급 및 사용자 활동 대가에 해당하는 , 

기준이익률 을 곱하여 산출된 간주이익을 시장관할권에 배분하(baseline profit) 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배분되는 간주이익에는 마케팅 배급 및 사용자 활동. , 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상적 이익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준이익률만 .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잔여이익분할법이나 공식배분법보다 적용이 편리한 

측면이 있고 하나의 대체적 최저한세 구조를 갖는다 다만 이 방법은 배분대상, . 이 

잔여이익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정된 이익조정요소가 없다면, 

낮은 영업이익을 보이는 시장관할권에 불비례적으로 시장이익이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간주이익배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배급 및 사용자 .  , 

관련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기준이익률을 제공하는 규칙의 개발 일상적 이익, 과 

비일상적 이익의 일부가 시장관할권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이익률이 그룹의 전체수익률과 기타 관련된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 기준이익률이 상한선 또는 하한선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 

여부에 대한 평가 해당 그룹이 시장관할권에 과세사업장, (established tax 

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조정된 이익률 또는 수익률을 적용할 presence)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 방법이 이중과세 , , 

또는 이중비과세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현행 이전가격제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과세권의 적용을 받는 이익을 사업부별 및 지역별로 어느 정도, 로 

구분할지 적용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경, , 우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수정잔여이익분할법은 일상적 이익과 비일상적 이익을 구별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 마케팅 무형자산과 관련된 이익과 그 밖의 이익을 구별하려는 시, 도

한다는 점 이익계산을 위한 구성 요소로서 전통적인 이전가격 개념의 포함된다는 점, , 

최저한세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이 간주이익배분법과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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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의 방향

국제조세는 조세회피 방지 만이 아니라 이중과세 방지를 통해 세금이 국제거래에 -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부합된 . 

세제의 정립이라 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 경제도래로 종전의 비디지털 경제의 이전가격세제 고정사업장세제로 - , 

과세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국가별 대응도 고민이 필요하다.

- 종전 각국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도 고려도 필요하다.

■ 한국의 우려

한국은 자본수입국이기도 하지만 자본수출국이기도 하다- .

- 원천지국과세에 대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거주지국과세 역시 포기할 수 입장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해 한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확대하기 - IT 

위한 제도적 노력이 국내에서 요구되기도 하지만 게임산업 등 한국도 디지, 털 

경제 분야에서 해외 진출한 경우에는 단순히 디지털 경제만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거래세 도입과 같은 간결하지만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을 찬성만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 더구나 디지털 경제라고 하지만 디지털화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진출 다국적 기업인 삼성 반도체( , 

스마트 폰 등 현대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 에 대해 진출한 국가에서 보다 많은 ), ( )

과세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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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분야에서 각국의 과세권의 득실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 

문제는 찬성할 수 있지만 각자 세수확보를 위한 각국의 자신의 과세권 확대만을 , 

위한 논리개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국제적인 거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국가의 - 

하나로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제조세의 틀 변경이 무역장벽이나 무역경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특정기업의 바람직하지 못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과세원칙이 - 

세워지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과세의 불확실성이 커져서는 안.  될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또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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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포용적 경제 사회 교육: · ·

조성은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급속한 디지털 전환의 대응에서 국가 간 협력 및 공조는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 물리적 국경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는 . 

상황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그러한 디지털 특성을 외면한 국내용 정책만으로는 , 

해결할 수 없거나 그로 인해 초래되는 불이익 및 불평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 디지털 상호의존과 협력이 포용 존중 인간중심 인권 국제법 투명성 UN ‘ , , , , ,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공통의 인간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 

이지만 바람직한 단어들이 나열된 이상적인 목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우리 . 

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우선하여 현재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산업 발전과 경쟁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 ’ ‘ ’을 

우선해왔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만 경제적 효율성. 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뒤로 미뤄지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체질화된 우리 사회. 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 는 

경제 성장을 방해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측면의 사회적 

노력 포용 이 강조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사회적 약자의 상황이 외면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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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포용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소외 계층을 디지UN , 털 

세계에 끌어들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 

공간에서도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프라이버시권이나 인공지능기반의 자율

시스템에 대한 통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글로벌 규범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대한 해답은 이러한 권고 방향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전통적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디지털 기반의 사회 혁신의 ,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개인. 이 

디지털 문해력 등의 역량을 향상해서 디지털 시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은 작년 과제 결과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1) 

  

먼저 인터넷 인프라와 관련하여 질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은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 연결망이 . 

서비스되고 있고 디지털 기기 보급률도 매우 높습니다.2) 또 지역 연령 소득별 인터 , , 넷 

접근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세 인터넷 사용자 비율. , 55-74 은 

로 평균 과 비교하여 높으며 최저 분위 소득가구의 인터넷 사용83.2% OECD (65.3%) , 4 자 

비율도 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활용 수준 향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78.8% .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인의 인터넷 접근성 수준과는 별도로 . 

기본 활용 역량이 일반인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것입니다(OECD, 2019b).

1) 조성은 외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2019 ICT ”, . 

2) 가정 내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세계 위 1 (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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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정보격차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인 대상의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복지센터 등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강사비와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된 체계이지만 이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 효과가 실제 활용 역량이 되기 위한 후속 단계. 가 

부족하였습니다 일단 배운 후 활용할 기회가 적다보니 학습 내용을 체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고령인 인구. 3)를 고려하였을 때 교육기관이 수용하는 

인원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이라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해당 교육의 참여. ‘ ’

인원이 증가하는데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은 이들이 개월 단위의 커리큘럼. 3 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인이 잠재고객이 되는 디지털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부담. 을 

민간과 분담하여 증대하는 사회비용을 분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로 인한 기업의 , 

수익 일부를 사회로 환원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밖에 잠재고. 객 

유입으로 인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디지털 기반의 사회혁신에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영국의 디지털 전략 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 확대를 위해 민간이 어떤 (2017)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영국의 유. 수 

기업 외에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도 포함됩니다MS, , . 

정부는 사회 혁신의 파트너로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나친 관여는 자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 간 참여 형태 및 내용. 이 

중복되지 않고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즉 참. , 여 

기업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지만 실행과정은 기업, 의 

3) 년 세 이상 인구는 만 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를 차지통계청 반면 년 정부지 2019 65 768 5 14.9% ( , 2019). 19

원 고령인 대상 정보화교육기관은 개였으며 수업별 수강 규모는 대체로 개 수업 각 명 이하 수강35 ,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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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은 참여 기업의 모범 사례를 . 

적극 홍보하여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대상 고객의 실제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기되 마냥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어. 느 

정도의 기본 체계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간 합의 하에 기업의 역할과 책임 정부의 - ,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기준을 마련해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의 정보화교육 참여에 필요한 동기 및 자신감 부여도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은 유관 기관 내 안내문과 홈페이지 정도에서 공고. 

됩니다 정보화교육이 꼭 필요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 

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동기부여가 뚜렷한 이들은 정부 혜택을 받는 .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고립되고 배제됩니다 배제되는 이 없이 모. 든 

사회구성원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교육 기회 

제공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참여하게 할 동기부여도 숙제입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분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장애를 기술로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보청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보조 기기. 가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는 청각장애. 인 

맞춤형 택시도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밖에 스마트 이동수단이나 시각장애인을 ( ). 

위한 컴퓨터 리더기 등이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결과가 신체장애로 인한 디지털 접근성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의 . (UN

에  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개국이 비준하였고 개국이 서명CRPD) 2018 180 162

하였습니다 각국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 

미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지침에 공급업체가 제품 및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을 , EU,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일랜드는 에. ‘Disability Act 2005’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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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따를 것을 권고하였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일반적인 7 , , 

제품 서비스 및 환경의 경계를 확장하여 가능한 많은 이들을 포함하고 특정 사용자, 가 

사용 환경 적응에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의 . EU

프로젝트는 보조기기 접근성 솔루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카탈로그Prosperity4all · 를 

발행하여 장애인의 기술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개발자 연결을 용이하게 하여 , -

기술 및 서비스 배포와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협약 비준 등 국제사회에서 웹접근성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현황은 취약한 편입니다 년 웹접근성 실태조사 에 따르면 평균 . ‘18 (NIA) , 

점으로 국내 웹접근성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취약66.6 . 

계층 대상의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을 

미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 장애인 수에 비해 보급규모. 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등록장애인 및 보조기기 보급현황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등록장애인 수 단위 명( : )

통계청( , 2018)
253,000 460,000 363,000

보조기기 보급현황 단위 대( : )*

년 누적(‘03-‘18 )
(NIA, 2019)

스크린보조기
8,710

입력보조기
5,552

의사소통보조기
10,295

장애유형별 가장 많이 보급된 대표 보조기기 현황만 기재 * 

 

정부지원사업을 보면 장애인을 비롯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 나름 R&D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 . 

정부지원 의 결과물이 시제품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업 지R&D . 원 

범위가 시제품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장에서 사업성. 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사가 상용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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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기술 기반의 보조기기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한 기술을 .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싼 값에 초기 배포하여 기본 시장을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편의를 위한 기술인 경우 일단 사용할 기회를 . 

주고 제품을 경험하게 하면 제품에 만족한 이들은 일탈하지 않는 꾸준한 고객, 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사업인 기기보조사업은 대상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 

정보를 알고 있거나 스스로 검색할 수 있거나 주변에 알려줄 사람이 있는 이들입니다. 

스스로의 역량과 주변인의 도움이 부족한 더 열악한 상황의 취약계층은 혜택에서 , 

배제되기 쉽습니다 전체에 비해 소수이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하면 포용 정책은 . , ‘ ’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 한 

지원 부문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소수의 취약자층에 보다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 고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공교육

에서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과를 개발하고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초 중 고등학교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자 교과과정을 개발하였습니· · AI 다. 

중국의 교과는 초등 년부터 고등 년까지 필수 교과에 들어가 있으며 수업시수는 SW 3 3

총 시간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초등 년과 중등 년만 필수이며 총 수212 . 5-6 1-3 51 업

시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등이 연계하여 구성한 비영리국제싱크탱크에서 디지털 시대OECD·IEEE·WEF 에 

대응하는 디지털 인텔리전스 지수 를 개발하고 이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DQ) 고 

있습니다 즉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이 고도화한 것. , 을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UN 토론회  71

반영하는 기준과 후속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와 영국은 디지털 역량 수준을 새롭. EU 게 

정의하고 시민의 역량 향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EU DigComp2.14) 영국 , Essential 

기존 인터넷 접근성과 활용성 및 역량수준으로 측정된 디지털 격차 digital skills). 

지수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여 디지털 격차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격차해소 사업의 대상 범위는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화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 

전환을 따라오지 못하는 새로운 소외 계층 발굴과 이들을 위한 대응이 부족하며, 

시민의 디지털 역량 및 기본 소양의 고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대응도 부족

합니다. 

정부 지원 정보화교육의 많은 비중이 디지털의 소비적 활용 에 치우쳐 있고 일반 ‘ ’ , 

시민의 학습 의도에서는 기술 이용 방법을 습득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는 것이 우선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개인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디지털 공감 및 디지털 . , , 

시민의 정체성 디지털 미디어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기본 소양 교육에 대한 관심과 , 

대응 수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커리큘럼. 과 

교육 방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본인은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 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소양교육이 텍스트 위주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등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체험 위주. MIT 로 

구성한 교육자료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 

통용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 

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갖출 기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능력 차이가 안전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 

활용 기회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digital competenc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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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불평등의 자동화 이나 프라이버시 이슈 가짜 뉴스 및 기술 (automating inequality) , 

조작에 따른 허위정보 유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당국과 기업 개발자 등은 ICT , 

기술적 관리적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교육을 통, . 해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은 앞으로 소득으로 직결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더욱 밀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내 디지털 활용 교육 체계를 갖춰서 학교 밖 차이 . 

때문에 디지털 교육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과 대기업 재직자들 간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한 재교육 기회에서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만큼 정부가 역할을 해야 . , 

합니다 또 기술이 대체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은 디지털화에 의한 혜택보다 .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충분히 투자. 

해야 합니다 현재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가 갖춰질 때까지 기술 대체 속도. 를 

늦추는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대체로 인해 잉여 노동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로 어느 정도 . 

상쇄된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 사회는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변화 과정의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을 산업사회의 시장원리로 대응해서. 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넘치니 가치가 떨어지는 식이 아니. 라 

인간 자체로서의 가치를 고유하게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조정되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 경제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기조가 영향을 .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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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되었듯이 국내 기업이 업무 효율을 위해 신기술을 채택하는 경우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재직자가 디지털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에 . 

동기 부여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우리의 산업적 경쟁력을 떨어뜨리, 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는 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OECD CEO 고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조치와 지원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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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 지정토론[ ]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 ― ‧ ‧

• 지정토론[ ] 서채완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통신위원회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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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빅데이터핀테크산업: ‧ ‧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의 패널 보고서를 보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함께 고민할 주제와 방향을 공유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관심이 큰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분야를 위주로 토론, , AI, 

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디지털 협력을 위한 가지 가치는 정보의 생성 저장 등이 모두 디지털화 되고 있9 , 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포용성 존중 인간 중심성 인간 번영, , , 이라는 가치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serve

하여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AI)과 관련하여 패널 보고서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25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인간 책임원칙 인간의 사회 또는 경제적 기회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 , 

결정에 대한 최대한의 주의와 의미 있는 문제제기의 기회를 인간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 나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의 기계에 대한 위임 금지 원칙, 등에 대 한 

언급도 위 가지 가치 그 중에서 9 , 인간중심성과존중 인간 번영의 원칙과 관련되어 ,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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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가운데 약한 인공지능‘ ’ 

기술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강한 인공지능 으로 특이점, ‘ ’

을 넘은 인공지능 기술을 전제로 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singularity)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  나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알파고 이세돌 대국 이후 인간을 대체하여 인간 사회에 큰 변화- 를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 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들 나아가 무기화하거나 사회(forbia) , 적 

차별을 고착화하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우려들을 고려할 때 강한 인공지능 , 

기술 역시 인간의 책임하에 인간의 보조자로서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그리고 인간의 , 

존엄과 번영을 위한 기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간 중심성을 전제로 한 설명 

가능성 원칙과 인간 책임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감시 트래킹 그리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그에 대한 공통규범, 

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common norm) 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BigTech , 

미국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하 쟁점이 

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 그러한 쟁점들과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법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지문영장을 허용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인권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논의. , 나 

관련 사례들을 패널 보고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한다면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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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데이터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 하여 에서 인정하고 있, EU GDPR 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새로운 개인정, , 보 

자기결정권이  도입되는 등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이 과 유사하게 개정되었습니다GDPR . 

특히 데이터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3 EU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데이터 법 개정안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적정성 .  3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속히 그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업의 책임성 강화 측면, ,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법령 개정 논의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 

민감정보의 수집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tweak . 

한편 데이터 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어 개인 3

주도의 데이터 산업이 가능해 진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임 이러한 내용들이 .  

패널 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관련 논의에 활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제 페이지 번째 문단 참고( 26 3 ).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신뢰 와 관련‘ ’ 하여 차별, 적 

컨텐츠 증오 컨텐츠 등에 관한 기술 적용 컨텐츠가 범람함으로 인, deep fake 해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크게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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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조작을 방지하거나 차단하, 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자칫 사적 검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 확대 등의 중요한 가치의 위축효과

발생 등과 같은 또다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chilling effect) , 

패널 등의 포럼에서 깊이 고민 내지 토론이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차별적 컨텐츠나 증오 컨텐츠 생성 및 유포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되, 이를 기술적으로 차단

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를 막기 위한 좀 더 민주적이며 투명한 , 

절차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고, 

실시간 팩트체커 기능을 하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는 언론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안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핀테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 도상국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국민 

전체 카드 보급율이 매우 높고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세계 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 ) 1

중국 동남아와는 발전 과정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다만 최근 오픈뱅킹 마, , , 이

데이터 규제샌드 박스 등을 통해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으로 빠르게 ,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용은 주로 대 위주라는 점에 비추20-40 어 보

더라도 포용성 의 관점에서 많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Inclusion) .  

특히 수도 전기서비스와 같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 보편적서비스(universal 

관점service) 에서 디지털협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free flow) 관련 이를 촉직하면서 정보주체를 두텁게  ,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범과 보안에 대한 개별적인 협약 보다UN ( ) 

국제 조약의 마련이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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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디지털 경제세제: ‧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디지털정보통신위원회

유엔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 전반에 I. 

대한 의견

유엔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the age of digital ● 

interdependence”,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이하 고위급 패널 보고서 라 함 는 국제적 관점에서 on Digital Cooperation, ‘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협력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개념들을 국제적 

관점에서 정리한 문건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디지털 사회 구축에 있어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점들이 지양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 ”

지점만을 지적할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토론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유엔이 제시

해야 할 행동규범은 보호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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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세부쟁점에 대한 의견II. “ ” 

개관1. 

● 본 토론회는 형식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인권 기술윤리 민주주의 디지“ , , ”, “ 털 

기술과 지속가능발전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위 두 부분은 상” . 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본 토론문에서 디지털 기술과 지속가능발전 에 관련된 세부 주제를 중심으“ ” 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해당 의견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 기술윤리 민주주의“ , , ” 

부분에 더 연관될 수 있음.

세부쟁점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방안 에 대한 의견2. [ 1] “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은산분리 및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 ’ ‘ ’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위 금융산업의 .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는 은행업에 대한 . 

산업자본의 진출 을 허용하는 것을 마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방안으로 제시‘ ’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개- ‘ ’ 

정은 오랜 기간동안 확립되어온 은산분리 원칙 및 지배구조 원칙 을 훼손하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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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년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상. 2018

향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훼손시켰고 현재는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률, 

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 및 지배구조 원칙 의 훼손은 산업자본- ‘ ’ ‘ ’

에 의한 은행산업의 경쟁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인터넷 전문은행이 재벌의 . ‘

사금고화 될 우려가 있고 그 부작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 , 

며 고용촉진 보다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은산분리 원칙 및 지배구조 원칙 의 준수는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과 재벌기업의 - ‘ ’ ‘ ’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져야할 원칙임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 및 . ‘ ’ 

지배구조 원칙 의 준수가 유엔 행동규범으로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소외 집단에 대한 대안적 수단 개별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 , ‘ ’ ● 

디지털기술 및 인터넷 접근성 확대는 소외 집단의 디지털격차 감소 및 포용적 개- 

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은 인정함 다만 디지털 격차 감소 및 포용적 . 

개발이 모든 분야를 디지털 로 대체 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 ' .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방식을 전면 대체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 

은 고령자와 장애인임 가령 데이터의 시각화 등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 

대안적 수단 없이 추진된다면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고령자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사회 구축은 - , , ,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안적 수단의 고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함 더불어 디. 

지털기술 등의 습득이 소외집단에게 의무 로서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 .

한편 포용적 디지털 사회구축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해야할 것임 특- , . 

히 아동의 경우에도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년 디지털 미디어와 아동의 권리 일반토론의 날 보-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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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Report of the 2014 Day of General Discussion ‘Digital media and 

를 통해 아동의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children’s rights’)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즉 권리로서 디지털 ‘age appropriate privacy setting’ . 

기술 등에 접근성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연령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 

것을 권고한 것임.1)

포용적 디지털 사회구축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음과 동시에 각 집단의 권리 보장- , 

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식이 필요한 것임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연령을 . 

기준으로 아동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아동의 의사와는 , 

관계없이 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이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축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고위급 패널보고서가 제시하는 행동규범 에서 기술한 - 1A.

는 아동을 배제할 수 있기에 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every adult’ ‘every person’

당하다고 생각함.

디지털 아이디의 활성화의 문제점● 

고위급 패널보고서는 잠정적으로 디지털 가 포용적 경제 개발에 기여한다는 입- ‘ ID’

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의 도입에 있어 개별 국가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가- ‘ ID’ , . 

령 대한민국은 식별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 ’ , 

상황에서 디지털 를 활성화 하자는 입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ID’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감시권한 강화 개인정보의 유출 등 디지털 가 초- , ' ID'

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보다 중점적으로 연구 될 필요가 있을 것임.

1) CRC, “Report of the 2014 Day of General Discussion ‘Digital media and children’s rights’”, 

참조para. 102-013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14/DGD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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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쟁점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에 대한 의견3. [ 2] “ ”

개인정보 법 개정의 문제점3●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년 월 일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법 정보통신망 이용- 2020 1 9 3 (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 

한 법률 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했음) .

위 개인정보 법의 골자는 비식별조치 된 개인정보 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 3 ‘ ’ ‘ ’

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 ’ 

금융계 및 기업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임 개인정보 법의 개정으로 향. 3

후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업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비식별조치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음, .

고위급 패널 보고서가 언급하듯이 데이터의 활용이 어느정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 

기 위해서는 그 활용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 가, 

능한 것임.

행동규범으로서 활용의 목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발생- , 

하는 피해에 대해 정보주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보장이 필요함 또한 식. 

별가능성이 있는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 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 ’ ‘ ’

하는 것이 타당함.

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 침해의 - , 

방지를 정보주체가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점 피해 발생 시 책임주체를 특정하기 ,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적절한 평가와 . 

배 보상 방법 피해자의 구제수단 집단소송제 등 의 마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 , ( ) , 

제재 등이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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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미비● 

앞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편의성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 

한편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의 산업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가령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 (Special 

는 년 디지털 복지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2019 ‘

국가와 인권 보고서’(Digital welfare states and human rights) 2)를 통해 디지털

복지의 추진은 미세한 차이로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경고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동의 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 ‘ ’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왔음 하지만 도래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동의. ‘ ’ 

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활용조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

다는 점을 유의해야할 것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권리 등 기본적 인권과 관계될 수 - ,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엄밀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음 즉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 

할 개인정보 가령 신체 건강정보 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가령 대( , ) .

한민국에서는 건강정보 학교생활정보 등 보호의 필요성이 큰 개인정보의 활용이 ,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바 이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 

않은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음.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에 앞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의 활용을 통제할 수 있는 -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은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 

하기 보다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

음 가령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 법은 프로파일링 등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 3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음 그러나 개인정보 법은 이에 대응하는 . 3

2)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참조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A/74/493 .

https://www.ohchr.org/EN/Issues/Poverty/Pages/AnnualRepor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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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는 법령 정책- , , 

사업 등이 추가될 때 권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평가제도 가 있음 대한민‘ ’ . 

국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영향평가제도가 있지만 특정 수 이상의 개인, 

정보가 연관된 경우에만 영향평가를 한다던지 영향평가의 대상에 법률이 전부 포, 

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관련하여 지난 년 월 대한민국을 방문조사한 유엔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2019 7

는 대한민국 정부가 규제 샌드(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

박스 추진에 있어 소규모 사업이므로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 

명했음 특히 특별보고관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하도록 .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중심설계 및 프라이버시 기본설정‘ (Privacy by design)’ ‘

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바 있음(privacy by default)’ .3)

특별보고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혁신을 명목으로 기존 데이터 보호체계를 걸- 

림돌로 취급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전문가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수십년간 구축한 , , , 

안전 장치를 약화시키는 실험을 지양 할 것을 요청했음.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기존의 보호체계를 약화하는 개인정보 법을 개정3

한 것임.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유엔이 행동규범으로서 신체 건강정보 등은 절- , , 

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개인정보로서 활용될 수 없다는 점 규제완화보다 안전장, 

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보주체, 

의 권리 보장 범위 등의 제약이 없는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원칙으로서 언급 , 

될 필요가 있음.

3) Statement to the media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on the 

conclusion of his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15-26 July 2019, para 39.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LangID=E

4) ibid, par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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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쟁점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에 대한 의견4. [ 3] “ ”

플랫폼 노동과 사회적 최저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구조에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 . 

에서는 플랫폼 노동 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노동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사용‘ ’ . 

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플랫폼 노동자들이 저임금구조와 산업재해보상 등 필, 

수적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디지털 기술로 변화하는 노동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로 발생하는 - 

실업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즉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국제노동. 

기구 등이 강조하는 사회적 최저선 을 보장하기 위한 구(Social Protection Floor)

체적 대책 마련이 국가의 과제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5)

디지털 사회의 교육●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맞추어 디지털 기기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등이 평생교육으- 

로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다만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교. 

육만이 디지털 사회가 추구해야할 교육이라 생각하지 않음.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교육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 

적 인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가령 . EU Article 29 Data 

는 아동에 대한 진정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교육이 권Protection Working Party

리주체적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목표에는 다른 사람의 , 

개인정보에 대한 존중도 파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6)

같은 맥락에서 유엔이 행동규범으로서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교육이 단순히 디지- 

털 기술의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사회 속에 지켜져야할 가치와 권

리에 대한 교육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람.

5)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Social Protection Floors Recommendation”, ILO 

Recommendation No. 202;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6) EU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2/2009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참조personal data (General Guidelines and the special case of schools)”, 398/09/EN, p 19. 

https://ec.europa.eu/justice/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09/wp160_en.pdf



세션 [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

• 지정토론[ ] 조성은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서채완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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