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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에서 2004년 7월 1일 이후 출시되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에 의하여 60dBA에서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강제적으

로 발생한다.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내장되기 시작할 무렵 불법촬영에 대

한 사회적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 일상화된 현재는 강제 촬영음의 경고적 기능

이 약화되어 불필요하게 소음 공해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강제 촬영음이 ‘무음촬영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지만 이에 관하

여는 ‘표준’이 있을 뿐 이러한 규제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령’은 확인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휴대전화 강제 촬영음이 

사실상 ‘법령’ 수준의 현실적 규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준

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일반인의 수준에서 휴대전화를 제작하거나 프로

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음촬영을 금지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 또는 스마트폰 앱 개발자가 무음촬영이 가능하도록 만

들거나 사용자가 무음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독자적인 국내 ‘표준’을 준수하여 무음촬영 기

능이 제거된 모델만 유통되지만, 외국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

나 스마트폰의 서드파티 앱을 이용하여서는 무음촬영 내지 이를 활용한 

불법촬영이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불균형한 현상이 나타난다. 

본 논문은 휴대전화 강제 촬영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그 근거가 

되는 표준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이다. 표준이 활용되는 분야와 

맥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개념설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표

준과 표준화에 관한 총론적인 소개를 하였다. 특히 법과의 관계에서 표준

의 규범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무음촬영과 관련한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휴대전화에 적용된 강제 촬영음이 부당한 이유를 규범적·사

실적 측면에서 논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표준, 규제법정주의, 규범, 촬영음, 무음촬영권, 법경제학 

학   번 : 2013-2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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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Omnes viae Romam ducunt.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뜻의 매우 상투적인 표

현을 통하여 대제국으로서 로마가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다. 

기원전 로마의 아퀼리우스법(lex Aquilia)의 내용이 2천년이 지난 시점에

도 극동지방 한반도의 법전에 반영되어 불법행위법을 구성하는 것처럼 

제도, 언어, 종교, 예술, 건축, 로맨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유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길(道)도 로마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를 ‘길, 로마, 통한다’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태초에 길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필요하였

고, 그 왕래의 주된 흔적이 길이 된 것이다. 그 길은 단지 땅길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고 바닷길, 하늘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정보화 시대에

는 정보가 전자, 전파 또는 빛의 형태로 다니는 길도 있다. 로마에서 베를

린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결국 모든 길이 베를린으로 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표현은 익숙하지 않다.1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베를린이 아

닌 로마가 힘의 논리 또는 합법적인 통치수단 등 자신의 방식으로 제국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통한다는 것은 막힘없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길의 

일부가 끊어질 수는 있겠지만 거대한 네트워크 체계에서는 얼마든지 다

른 길로 우회하여 로마로 가는 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심지어 길이 아닌 

곳으로도 굳이 갈 수는 있겠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표준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사회 또는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개인 또는 집단

은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준칙을 설정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준칙은 기존에 공통적으로 시행되어온 방식이거

나 혹은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1 “2000년 전에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civis romanus sum(나는 로마 시민이다)’였지만, 

오늘날 자유의 세계에서는 ‘Ich bin ein Berliner(나는 베를린 시민이다)’입니다.”라고 

한 J. F. 케네디의 1963년 베를린 연설에서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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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러한 관습 또는 권위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정당성은 어떻

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상이한 관념 및 

가치체계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법, 도덕, 윤리, 종교 교리, 관습, 예절 등 여러 형식의 사회규범을 행동 지

침으로 삼아 무절제한 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과거에는 신 또는 그에 준

하는 권력자의 의지가 그러한 사회규범의 제정 원천이 되었던 반면, 근대 

이후 개인의 이성과 자유가 권력자의 의지를 대체하게 된다. 개인이 규모

의 경제 및 분업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개인

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공동체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식의 의제를 통하여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규

범의 제정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사회계약론) 

현대국가의 법질서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두 가지 핵심원

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다. 법규범을 맹목적이고 수동적으로 수용

하는 것이 아니라, 수범자의 의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규범 형성과

정에 반영되어야 하고(민주주의) 그렇게 형성된 법제도를 통해서만 권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법치주의). 

표준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이들에게 표준의 내용은 사실

상의 행위규범이 되며 그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표준의 설정도 일종의 권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법률가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표준화 과정과 표준 준수의 맥락에서 자율성이 강

조되어 마치 법적인 통제 영역 밖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된다. 하지만 법

치국가에서는 표준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에서는 논의의 대상인 표준의 개념을 살피고, 기술혁신의 관점에

서 그 의의를 확인하며,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표준의 특징을 실질적으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여러 규범 체계 속에서 법과 표준과의 관계를 발

견하며, 표준에 대한 법적 통제의 가능성을 논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의 

독자적인 표준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강제 촬영음 사례를 들어 그 부당성

을 논증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3 

법학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법규, 판례와 법문헌 등 여러 법문서

와 표준문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는 정보공개청구와 정책 관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하

였고, 추상적이고 가정적인 논의보다는 행동경제학의 관점으로 현실생

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생활경험, 행태, 사고방식, 코드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을 발견하고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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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표준과 기술 
 

제1절 표준의 개념과 기능 
 

Ⅰ. 표준의 정의와 다의성 
 

1. 표준에 대한 개념 인식의 차이 
 

일반인은 물론이고 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표준에 대한 

개념 인식이 상이하다. 예컨대 병뚜껑 제조자 입장에서는 표준을 제조 공

정에서 범용성 확보를 위한 제조 규격2으로 인식할 것이고, 통신 표준화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표준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제품3을 개

발하는 것이 되며, 조직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표준

을 상당한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고 인식할 것이고, 세무에서는 세액산정

의 기초라는 의미로 과세표준이라고 사용하는 등 표준에 대한 개념 인식

이 다양할 수 있다. 표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월적 어감으로 인하여 마

케팅에도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표준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한

다.4 

이와 같이 표준의 실질적 의미가 역설적으로 표준적이지 않기 때문에 

표준 또는 표준화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표준에 관한 개념 정의부

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에 관한 개념 정의는 단지 개념법학적 방

법론(Begriffsjurisprudenz)을 답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어 사용에 있어 모

호성을 제거하여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사전적 정의 
 

표준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5. 

 

 
2 예컨대, 병뚜껑 표준인 DIN 6099 Packaging - Crown corks 
3 무선 통신 표준화 업무 중에서도 비면허 대역 주파수에서의 무선 통신 표준인 IEEE 

802. 11(Wireless LAN)과는 달리, ITU-T IMT-2020(마케팅 용어로는 소위 ‘5G 통신’)와 

같이 경매로 낙찰받은 주파수 면허 대역에서의 무선 통신 표준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시스템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표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예를 들어, Standard Oil Company, American Standard, Standard & Poor’s 
5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표준1”,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500503&searchKeywordTo=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500503&searchKeywordTo=3


 

 

 

 

5 

 

표준1(標準) 

「1」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준거. 

⚫ 표준 시간. 

⚫ 표준으로 삼다. 

⚫ 과학이 정한 표준에 의해서 판단하다. 

「2」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 

⚫ 그 사람 정도의 키면 한국 남자의 표준은 된다. 

⚫ 신생아의 몸무게가 표준에 약간 못 미쳤다. 

「3」 『물리』 물리량 측정을 위한 단위를 확립하려고 쓰는, 일반적으

로 인정된 기준적 시료(試料). 

 

「1」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표준의 의미이지만 개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준은 그 내용이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위적으로 설정(표준화)된다는 점이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행위의 지침으로 삼거나 측정 또는 평가를 위하여 정한 기준”이라

고 정의하는 것이 개념에 더 부합한다. 한편, 「2」의 뜻은 통계적인 의미

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평균값(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 등을 

두루 일컫는 뜻이므로 규범적 의미를 다루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자 하

는 표준의 맥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3」의 뜻은 물질의 특성을 정량

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단위체계의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전문어

이다. 가령 미터법(système métrique)에서 1m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지

구의 극점에서부터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0분의 1로 나눈 길이에 해당

하는 자6, 야드파운드법(imperial units)에서 1yd의 기준이 되는 영국 헨리 

1세의 팔 길이7, 척관법(尺貫法)에서 1척의 기준인 한뼘 등이 이에 해당한

다. 

 

 
6 국제도량형총회에서의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미터(m)”는 길이의 단위로

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를 m s-1 단위로 나타낼 때 299 792 458이 된다고 정의한

다.(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본단위의 정의 제2호) 참고로 국제단위계에서

는 각국의 언어규범을 존중하되 긴 자릿수를 가진 수를 표기할 때에 천 단위 자릿수

의 구분은 줄 바꿈 없는 공백을 사용하며, 소수점 기호로는 “.”(온점) 또는 “,”(반점)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5.4.4) 
7 야드의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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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사전에서는 standard8를 모델 또는 사례로서 권위, 관습 또는 만장

일치에 의하여 설정된 것9 내지 권위에 의하여 양이나 무게, 정도, 가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규칙10이라고 정의한다. 후자는 위 국어사전 「3」과 

비슷한 의미인데, 이중잣대(double standard) 또는 금본위제(gold standard)

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계량을 위한 도구를 뜻한다. 한편 규범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norm은 (주로 복수의 형태로 사용되어) 집단 구성원을 묶

어서 적절하고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안내, 통제하거나 규정하는 올바른 

행위의 원리11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언어 관념에 의하면 표준(standard)과 규범(norm)은 

구별은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표준과 규범은 실제에서 구별

이 쉽지 않고, 외국어 번역과정에서도 단순하게 1:1 대응이 되는 것은 아

니다. 예컨대 ISO와 IEC 문서를 작성하는 원칙과 규칙에 관한 ISO/IEC 

Directives, Part 2에서는 표준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normative(규범적)인

지 informative(정보적)인지 구별한다.12  표준문서에서 다른 표준문서의 

내용을 인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인용표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ormative reference라고 한다. 그리고 인용표준(normative reference)은 규

범요소가 아니라 정보요소이다.13 또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표준을 

뜻하는 단어로 규범과 뚜렷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norm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규범과 표준의 구별이 어렵다.14 

주변의 유사개념들로 인하여 표준의 의미가 더 헷갈리게 된다. 일상적 

의미에서 standard와 normal은 모두 ‘일반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한

 

 
8 어원으로는 ‘전쟁터에서 지휘관들의 명령을 알리는 신호 깃발을 세우는 집결지’라

는 뜻의 옛 프랑스어 estandart에서 유래하였다는 설과 깃발이 굳건하게 서있다라는 

뜻의 합성어라는는 설(stand + hard) 등이 있다. 

Etymonline, 표제어 “standard”, 
https://www.etymonline.com/search?q=standard 
9 Dictionary, 표제어 “standard” 중 noun 3, Merriam-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tandard 
10 Dictionary, 표제어 “standard” 중 noun 4, Merriam-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tandard 
11 Dictionary, 표제어 “norm”, Merriam-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norm 
12 ISO/IEC Directives, Part 2의 3.2.1 normative element와 3.2.2 informative element 참고. 

한편, KS A 0001에서는 normative element를 ‘규정요소’로 번역한다. 
13 ISO/IEC Directives, Part 2의 15.2 Normative or informative? 
14 예를 들어, 독일어 Norm, 프랑스어 norme, 스페인어 norma, 이태리어 norma, 네덜란

드어 norm 등. 유사한 사례로 Recht, droit, derecho 등은 법, 권리, 옳음, 오른쪽 등의 뜻

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https://www.etymonline.com/search?q=standard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tandard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tandard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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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흥미롭게도 통계학 용어인 표준정규분포는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이라고 하여 standard와 normal이 병렬적으로 사용되듯이, 통계학에서는 

normalization(정규화)와 standardization(표준화)가 구별된다.15 

실무적인 맥락에서는 표준화기구의 승인을 거쳐 발간하는 상위 수준

의 문서를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표준문

서의 명칭도 다양하다. 예컨대 Standard(ISO, IEC, IEEE), Recommendation 

(ITU, W3C), RFC(IETF), Specification(OMA) 등의 명칭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표준은 용어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혼동적이다. 분야에 따라 

단어의 사용례가 다르고 번역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다의성이 발생하

게 된다. 그러므로 단어의 형식적 구별보다는 구체적인 사용 맥락에 따라 

의미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으며, 통섭적인 분야에서는 의미 파악이 더 어

렵겠지만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6 

 

3. 현행법상 표준 
 

국가표준기본법에는 표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

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ㆍ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②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

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

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③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

 

 
15 그밖에 기계학습에서 복잡한 가설 모델에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 정확도를 낮

추어 과대적합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regularization(정칙화), 논리학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의 공통적 속성을 귀납적인 추론을 통하여 일반적인 개념이나 주장으로 추상

화하는 generalization(일반화) 등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야에 따라 유사개념이 다

양하게 사용되므로 일상적, 사전적 정의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6 이와 같이 맥락(context)을 판단하고 어휘의 다의성과 모호함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

은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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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④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

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

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

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⑤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

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

술적 기준, 규격 및 지침을 말한다. 

⑥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ㆍ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

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산업표준화법에는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인 “산업표준”에 관하여 정

의가 되어있다.17 

 

각종 법률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의 의미도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

며, 법률의 규정 형식에 따라 다른 규범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임대

차계약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수단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

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사적자치의 원칙 중 

계약 형식의 자유)18 다만,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17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

ㆍ내구도ㆍ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製圖方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

ㆍ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성능ㆍ등급ㆍ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ㆍ분석ㆍ감정ㆍ검사ㆍ검정ㆍ통

계적 기법ㆍ측정방법 및 용어ㆍ약어ㆍ기호ㆍ부호ㆍ표준수(標準數)ㆍ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ㆍ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을 관리

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ㆍ방법ㆍ체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18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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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국가가 후견적인 입장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

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는 표준이 존재한다.19 그

러나 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 및 임차인

의 자격 등을 제한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국가가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20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21 그러므로 일반

적인 주택임대차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지 표준이라는 명칭에 주목하여 규범성이 없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사한 경우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다.22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

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

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

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

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

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

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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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현재 제목에 ‘표준’이 들어있는 법률조항이 658개 검색된

다.23 그 내용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면 59.7%인 390개 조문은 세

법과 관련된 과세표준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15%(99개)는 표준화, 

4%(27개)는 표준계약, 3%(22개)는 인증 관련하여 등장한다. 

 

이와 같이 법률상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의미와 법적 성질이 일치

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준의 규범성 등 성격을 논할 때에는 명칭 뿐만 아

니라 표준의 제정권자 및 수범자, 법령의 근거유무, 문언의 표현, 표준의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대체로 공권력이 법령에 근거하여 표준을 설정하거나 표준의 

내용이 의무적이고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규범

력 내지 법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은 법적인 의무없이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명

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ISO/IEC 및 WTO에 의한 정의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IEC)에 의하면, 표준

은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고 공인된 기구에 의하여 승인되는 문서로서 

특정 맥락에서 최적의 질서를 달성하고자 보편적이며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활동이나 그 결과에 관한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

로 정의한다.24 

세계무역기구(WTO)는 표준을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과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

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

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

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25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시행 예정인 법률이 현행법과 중복적으로 검색되므로 정

확하지는 않다. 
24 ISO/IEC GUIDE 2:2004 3.2 standard 
25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용어 및 

그 정의 2.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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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구의 정의를 비교해보면 ISO/IEC Guide 2에서는 상품, 공정 및 서

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WTO 협정에서는 상품 또는 공정 및 생산방

법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만을 다룬다. ISO/IEC Guide 

2에서 표준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지만, WTO 협정의 목

적상 표준은 자발적인 것이고 기술규정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국

제표준화단체의 표준은 합의에 기초하지만, WTO 협정에서는 합의에 의

하지 아니한 문서들도 포함한다. 

 

5. 비교 개념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 규격으로서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하거나, 이미 성립된 표준을 기술규정으로 채택하기도 한

다. 법령상 기술기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은 제품, 절차,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적 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표준보다 합의 정도가 낮으

며, 표준의 일부 또는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다.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는 표준으로 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

나 표준화에 관련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기술문서이다. 

공개 활용 규격(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은 시장의 긴급한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부 기고나 작업반 내의 전문가들의 합의로 발행하

는 문서로 별도의 제정 절차가 있다. 

 

Ⅱ. 표준의 다양한 분류방식 
 

표준의 역사가 길고 표준의 대상, 영역, 역할 등에 관한 관점이 다양하

기 때문에 표준을 분류하는 표준을 구상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분류는 일도양단적인 것이 아니라 표준의 성질에 따라서 중첩적

으로 속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1. 제정 대상에 따른 분류 
 

학문 분야를 크게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로 나눌 수 있

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인문사회적 표준, 자연과학적 표준, 공학적 표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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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있다. 뒤의 두가지 표준은 인문사회적 표준에 대비하여 과

학기술적 표준 내지 광의의 산업표준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26 

인문사회적 표준은 넓게 언어, 부호, 법규, 능력, 태도, 행동규범, 책임, 

전통, 관습, 권리, 의무 등을 의미하는 개념을 총칭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 

표준은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측정표준

(measurement standard)은 길이, 시간 같은 물리적 양의 크기를 나타내려고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의 7개 기본단위, 2개 보퉁단위, 이들

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유도단위를 나타내는 표준기준과 측정계량단위 

등을 말한다.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은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분석·심사하여 설정한 것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공인하여 국가사회

의 모든 분야에서 믿고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또는 반복 활용이 가능하게 

만든 자료이다. 성문표준(documentary standard)은 국가사회의 여러 분야

에서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려고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적용하는 문서화된 규정, 사양, 용어, 부호, 기호 등이다. 

 

2. 내용에 따른 분류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내용 등 법률관계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

는 실체법과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

차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제품표준(product standard)과 절차표준

(process standar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표준은 특정 제품이 가져야할 

성질이나 특성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이고, 절차표준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 경영의 주요 화두가 되

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친환경, 사회적 책

임, 지배구조) 맥락에서는 절차표준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27 

 

3. 표준 성립 과정에 따른 분류 
 

표준화 방식에 따라 법적 표준(de jure standard) 28과 사실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실적 표준은 다시 사적 표준(private 

 

 
26 현대원·김광재, 디지털 미디어 혁명과 표준전쟁, 디지털미디어리서치 (2007), 78. 
27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847. 
28 공식 표준 또는 공적 표준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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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과 시장 표준(market standard)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실적 표준

이 법적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많고, 법적 표준으로 확립된 표준방식

을 산업계가 따르기도 하므로 이러한 구분은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형식상의 분류에 지나지 아니한다. 

법적 표준은 국제적 표준화기구 또는 국가적 표준화기구와 같이 권위

를 가진 공적 기관이 제정 절차와 제정 원칙에 따라 제정한 표준이다. 국

제적 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국의 합의

에 따라 제정된 국제표준이 대표적인 법적 표준이다. 지역적 표준화기구

나 국가적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도 법적 표준에 해당한다. 법적 표준

은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와 합의(consensus)라는 원칙에 의하여 제정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며, 자발적으로 제

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수용에 한계가 있다. 표준화 과정에서 기술적 

논의를 하지만 세부적인 결정은 제한적으로 하며, 형식과 절차에 의한 합

의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제정되고 절차적 정당

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규정이나 기술 관련 법령의 제정에서 많이 인

용되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규제 

당국(regulator)이 규제정책으로 법적 표준을 활용한다. 

사실적 표준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

해 표준으로 성립된 것이다. 일종의 시장 경쟁에서 표준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므로 시장 수용이 용이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관계자의 합의

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제품의 특성이 사실적 표준이 

되거나 사실적 표준을 적용한 상품은 시장 점유 경쟁에서 독점적인 우위

를 점하게 되므로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도 한다. 사실적 

표준은 기술의 우위나 합리적 의사보다는 시장의 선택에 따라 표준의 지

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선발 주자(first mover)가 이점을 누

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사실상 표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후원자 역할을 한다. 

법적 표준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법적 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가 

아닌 민간 표준단체, 산업체, 포럼, 컨소시엄 등 사적 표준화기구를 통해 

정해지는 사실적 표준을 사적 표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29 사적 표준화

는 법적 표준화와 위원회 구조, 표준화 과정 등의 절차와 형식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표준을 정하는 목적이나 

 

 
29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8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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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 서로 차이점이 있다. 사실적 표준을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 사적 

표준이 아닌 사실적 표준을 좁은 의미의 사실적 표준 내지 시장 표준이라

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표준은 법적 표준 또는 사적 표준과는 달리 

인위적인 표준화 절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 경

쟁을 통하여 표준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4. 적용 범위에 따른 분류 
 

표준의 적용 범위에 따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지역적 표준

(regional standard),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 지방표준(provincial 

standard), 단체표준(industry standard), 사내표준(company standard)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대체로 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와 일치하는 

것이다. 

국제표준30은 ISO나 IEC, ITU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표준으로 국제적

으로 적용되는 표준이다. 

지역표준은 특정 지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적 표준화기구가 제정

한 표준이다. 같은 지역의 국가들은 기후, 문화, 정책, 산업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공통의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지역표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EN(European Norm: 유럽표준)

이며 관련 표준화기구로서 CEN(유럽표준화위원회), CENELEC(유럽전

자기술표준화위원회),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이 있다. 그밖에 지역

적 표준화기구로 COPANT(팬아메리카표준위원회), ASMO(아랍표준계

량기구), ARSO(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APEC/SCS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표준적합성소위원회) 등이 있다. 

 

5. 규범성 유무에 따른 분류 
 

 

 
30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2015)’까지는 국제 표준화/표준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표준을 ‘국제적 표준(international standard)’로, 국제표

준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인 국제적 표준을 ‘국

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로 구분하였으나, ISO/IEC Directives, Part 2의 용어와 

정의를 채택하여 국제표준기관이 채택하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표준을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정의하고‘국제적 표준’은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KS A 00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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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규범성 유무에 따라 기술적 표준과 규범적 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규범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고도의 철학적 물음이 제기되지만, 

여기서는 인간이 윤리 개념들(선, 의무, 책무, 덕, 정의)을 어떤 사태, 행위, 

특성에 적용하는 것을 규범성이라 정한다.31 기술적 표준은 옳고 그름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기술적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치중립적 표준을 의미한다. 반면, 규범적 표준은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한 것으로 가치구속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표준에 반영되는 

가치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날짜와 시간을 표기하는 데에 발생하는 애매모호성을 없애기 위한 표

준32, 국가를 식별하기 위한 국가코드 표준33,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

어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34, 화물 컨테이너의 규격을 정하는 표준35은 순

수하게 기술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표준36, 산업 보건 및 

안전 경영 표준37, 부패방지 경영 표준38 등은 공정성, 반부패, 안전 등의 

가치를 추구하므로 규범적 표준이 된다. 

한편 AI와 관련하여서는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서비스, 

실시간 동시통역, 위험관리, 윤리 및 사회적 관심 등 여러 분야의 표준화

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ISO/IEC JTC 1/SC 4239 등에서 법적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IEEE40 및 TTA PG1005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표준은 

기술적이면서 규범적인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비슷한 예로는 에너지 

경영 표준41을 들 수 있다. 

 

Ⅲ. 표준의 역할 
 

 

 
31 크리스틴 M. 코스가드(강현정·김양현 역), 규범성의 원천, 철학과 현실사 (2011), 

30. 
32 ISO 8601 날짜와 시간 규격 
33 ISO 3166 국가코드 
34 ISO 639 언어코드 
35 ISO 668 시리즈 1 화물 컨테이너 
36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던스 
37 ISO 45001 산업 보건 및 안전 경영 체계 
38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39 ISO/IEC JTC 1/SC 42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iso.org/committee/6794475.html 
40 IEEE Ethics in action, https://ethicsinaction.ieee.org 
41 ISO 50001 에너지 경영 

https://www.iso.org/committee/6794475.html
https://ethicsinaction.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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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능률 향상 
 

표준은 기본적인 기능은 매칭 절차(matching process)42를 줄여주어 업

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쇄를 하다가 용지가 부족한 경

우에 제조사 별로 크기가 다를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고도43 A4 용지44를 

구매하여 보충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표준은 표준의 요소(entity)를 미리 

정해두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호환성(compatibility) 내지 교체가능성

(inter-changeability)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은 부품이나 제품, 시스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단순화·통

일화하여 구조나 메커니즘의 복잡성(variety)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A4 용지의 정확한 크기45를 모르더라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작업 능률이 향상되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은 

주관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단순화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 보호

에도 도움이 된다. 

교통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에서는 전체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

므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상호접속성(inter-connectivity) 등의 성

격이 강조된다. 

 

2. 정보의 제공 
 

성문표준은 과학적, 실험적, 기술적으로 얻은 최적의 결과가 문서화되

는 것이다.46 이와 같이 지식을 문서의 형태로 형식화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측정표준에서는 물질의 양이나 기준물질에 대한 특성을 기

 

 
42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이루는 대상을 선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세

상에서는 부품 규격의 선정, 계약의 체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선택 등 다양한 매칭이 요구된다. 
43 물론 종이의 크기가 아닌 품질과 가격은 제품 선택 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44 독일의 DIN 476에서 유래하여 국제표준으로 ISO 216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공문서와 소송서류에 사용되는 용지이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호,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Letter(8.5in× 11.0in) 규격의 사무용지를 사용한다. 
45 210mm×297mm 
46 현실적으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적의 결과가 표준으로 채택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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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보로 제공하고, 참조표준에서는 데이터로 구성되는 정보를 제공하

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 기능은 용어표준을 통해서

도 달성되며, 이해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표준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품질, 환경, 보건, 안전 등에 대한 최저 요건을 제공하

고 이를 달성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적합성평가란 

상품과 서비스가 표준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합성평가의 주체에 따라 자기적합성 선언과 인증이 있다. 이

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통하여 일정한 품질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적 통합과 규제 
 

표준은 합의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자발적 이행을 위한 것이다. 동질

성이 높은 사회는 제도적 통합을 이루기 용이하다. 법제도, 자연환경, 기

반시설, 문화 등이 서로 달라 동질성이 다른 사회는 표준을 일종의 연성 

규범으로 활용하여 사회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표준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는 자기집행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

로 중요하다. 한편 사회적 통합을 이유로 표준화의 정도가 지나치게 강해

진다면 획일화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최적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무역 촉진 
 

표준은 무역 거래에서 존재하는 장애요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된 상품이 각국의 규제 정책에 의하여 제정된 자국

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적합성평가를 거

친다. 각국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는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

을 주고 무역에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 무역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수입국의 입장

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과 승인 등 절차를 요구

하여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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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통하여 

무역 촉진과 회원국의 정당한 이익 보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47 TBT 

협정에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 회피, 비차별, 조화, 동등성, 상호 인정, 

투명성 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 중 조화(harmonization)

는 수입국과 수출국의 표준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이다. 각국이 상이한 표준을 사용했던 경우에 하나의 공통적인 

표준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표준이다. 국

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이

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48 

또한 표준은 상품과 서비스를 단순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Ⅳ. 표준의 특징 
 

1. 배타성 
 

표준경쟁에서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되므로 패자에

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비디오 녹화장치와 관련하여 

소니의 베타맥스가 기술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 실

패로 거대한 소비자 시장을 JVC의 VHS에 넘겨주고 방송용 장비시장에

서만 머무르는 데에 그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표준에 관한 의사

결정은 시장경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외부성 
 

표준은 소비자 또는 표준 수용자들과 긴밀하게 상호관계를 맺어가면

서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끌어들

이는 속성이 있다.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시장과 상품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

 

 
47 류경임, 기술규제와 무역, 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5), 124. 
48 TBT 부속서3 일반규정 6. 참고. 한편 이 해석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정의가 

TBT협정에 없어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의 범위, 국제표준화기구의 종류, 단체표준

의 해당여부 등에 관하여 회원국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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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로 강화시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저해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도 한다.  

 

3. 국제적 확장성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간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표준의 속

성상 점점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게 된다. 그러므로 표준은 한 국가의 영

역에만 머무르기보다는 기술과 시장 확대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취급

될 수밖에 없다.  

 

4. 경제적 파급성 
 

표준은 관념적 또는 학문적인 수준의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

국 시장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표준에 기반하여 관

련 산업의 인적, 물적, 기술적, 시장적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시너

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1990년대 ISO 9000 출현 이후 인증제도는 

‘인증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다양화되었다.49 

 

Ⅴ. 표준의 이해당사자 
 

1. 기업 

 

기업은 생산자로서 시장을 주도하는 표준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 기업은 시장 장악을 위하여 기업 활동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표준을 활용한다. 표준화의 최종 결과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서 기업 간 의견 대립이 빈번하다. 표준의 

이해당사자로서 기업은 제조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공급자, 

수출입업자,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연구기관, 유통업자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2. 정부 

 

 

 
49 2009년 기준 국내에는 160여개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인증·시험시장은 약 

3.7조원 규모이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국가인증마크 통합

제도 도입" (200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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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표준정책을 수립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고 제정된 표준을 활

용하여 규제를 하기도 한다. 정부는 기술규정이 포함된 법령에 표준을 인

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에 

기반한 인증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이행 수단으로 표준을 활

용할 수도 있다. 

 

3. 소비자 

 

소비자는 표준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표

준에 관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표준화기구들은 자치

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표준화기구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의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공시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비용 내지 전문성 측면에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표준화 과정

에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50

 그러므로 소비자는 일부 기술위

원회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준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소비자는 표준화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최종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표준을 활용하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소비자의 

집단적 구매력은 좁은 의미의 사실적 표준을 형성하는 데에 본질적인 기

여를 할 수 있다. 

 

4. 표준전문가 

 

표준전문가는 표준 제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기술표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특성과 특허 내용을 포함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표준전

문가는 제정된 표준을 활용하여 기업과 소비자에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엔지니어, 연구개발자, 전문컨설팅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표준개발기관 

 

 

 
50 이와 같은 점에서 대리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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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발기관은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 기관이다. 표준개발기관은 

표준 제정 과정에 필요한 행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게 된다. 1회

적인 표준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표준을 관리하고 새로운 표

준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는 표준정책기

관, 표준관련단체나 협회, 표준연구기관, 적합성평가기관 등이 있다. 

 

제2절 기술혁신과 표준 
 

Ⅰ. 기술혁신의 원리와 표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발명품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물질적

인 풍요를 제공한다. 그러한 발명품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 우연적으로 발

견한 자연법칙을 분석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이 자연법칙을 새로이 적용

하여 만들어낸 산물이다. 단순히 발명품이 세상에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상품화되어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경제성을 갖추

어야 하는 것이다. 기술혁신(innovation)51은 우연에 의한 새로운 발견을 

생산공정, 상품, 서비스의 형태로 구체화시키려는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의 사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52 

기술혁신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많은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은 인간 행위

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가치관, 윤리, 경제구조 또는 제도의 

변화를 이끈다. 예컨대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AI는 고용시장, 

경제, 민주주의,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인

간 역할의 변화에 따르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설정 문제 내지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53 

한편 기술혁신을 위한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의 투자가 성공할 확

률은 그리 높지 않다. 기술혁신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여

러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자원을 하더라도 기술

 

 
51 슘페터가 1911년 독일어 초판에서는 ‘새로움’ 내지 ‘새로운 것’을 뜻하는 das Neue, 

Neues, etwas Neues, Neuerungen으로 표현하였고, 이후 1934년 영문판에서 innovation

이라고 번역하였다. 
52 권명중, 기술혁신의 경제학, 나무미디어 (2018), 4. 
53  한국인공지능법학회(고학수·김병필 편),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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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성, 경제적 불확실성, 상업적 불확실성,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좌절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패 확률이 높은데도 기술혁신에 투

자하는 이유는 야수의 심장(animal spirit)을 가진 기업가(entrepreneur)54들

이 이러한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서 성공하였을 경우에 투자 수익

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익 실현은 복제 내지 모방에 의하여 방해당하기도 한다. 모방

꾼(copycat)이 복제나 모방을 하면 연구개발투자에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여러 단계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바로 시장

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모방꾼 전략을 서로 추구하게 되

면 기술혁신을 위한 유인(incentive)이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술혁

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발생하는 일종의 시장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

여, 기술혁신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각종 지식재산권

을 고안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혁

신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혁신에서 표준은 촉진과 확산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과학기술의 연구 결과를 표준으로 확립하고, 확립된 지식이 후속 연구에 

활용되도록 기술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표준은 정보를 제공하고, 

호환성을 가지게 하여 네트워크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또한 표준의 지위는 영구불변이 아니고 

법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변화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표준을 위한 기술혁신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다. 둘째, 표준이 제도적 인프라로 작동하여 기술혁신의 결과를 경제사

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

적 표준만 존재할 때보다 법적 표준이 존재할 경우에 기술확산이 훨씬 빠

르게 진행된다는 연구가 있다.55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지식재

산권제도와 함께 법적 표준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다. 

 

 
54 기업가를 독일어로 Unternehmer라고 하는데, 이는 unter(under)와 nehmen(take)가 결

합된 것으로,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다. 
55  DTI, "The Empirical Economics of Standards", DTI ECONOMICS PAPER NO.12 

(2005),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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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준은 기존의 기술에 기득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새로운 기술개

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표준화는 통일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기술혁신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표준이 있다면 해당 표준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장위험이 적다. 

그러므로 기업이 표준을 벗어나는 기술혁신에는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혁신의 역사적 단계에 따라 표준의 주된 

역할이 다소 변화한다. 먼저 19세기 후반의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증기

기관을 통한 공업화·기계화가 기술혁신의 핵심이었고, 이 시기에는 규

격, 재질 등 기초적 표준이 중심이었다. 20세기 초반의 2차 산업혁명에서

는 전기를 동력으로 활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되는 대량생산 체제

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상품·부품·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20세기 후반의 3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정

보화·자동화였기 때문에 통신 프로토콜과 국제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

한 정보통신 표준이 강조되었다. 최근의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 에너지, 우주, 환경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산업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 중

심의 표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Ⅱ. 표준과 경쟁 
 

표준의 창출과 보급은 시장 과정(market process)과 집단적 합의 과정

(collective consensus process)을 통하여 이루어진다.56 시장 과정은 표준 선

도자 모형과 표준전쟁으로 구분되며 좁은 의미의 사실적 표준이 도출된

다. 집단적 합의 과정은 이해관계자 간의 숙의와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

며, 법적 표준 또는 사적 표준이 도출된다. 

 

1. 표준선도자 모형 
 

선도적 기업이 표준을 창출하고, 다른 기업이 이 표준을 적용하는 상황

을 표준선도자 모형이라고 한다. 공식적 협상이나 시장 경쟁 없이, 기술

적 또는 시기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이 표준을 확립하면 다른 기업들은 이

 

 
56 G M Peter Swann, "THE ECONOMICS OF STANDARDIZAT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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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하는 형태이다. 표준선도자 모형은 추종 기업들이 확립된 표준을 

집단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편승 메커니즘(bandwagon mechanism)이

라고 할 수 있다. 

표준선도자 모형의 대표적 사례로 Adobe의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표준을 들 수 있다. Adobe는 컴퓨터 환경에 관계없이 같은 

형태로 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PDF를 개발하였다. PDF는 문서 

형식이나 제작에 독점적인 기술이 사용되지 않고 문서 형식이 공개되어 

다양한 상용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에서 PDF 파일을 지원하여 사실

적 표준이 되었다. 나아가 ISO에서 표준으로 제정되기도 하였다.57 

 

2. 표준경쟁 
 

표준경쟁 내지 표준전쟁(standards war)은 표준을 놓고 기업 간 담합이

나 공식적 협상 없이 (좁은 의미의) 사실적 표준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시장이 생성되는 초기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여러

가지 기술 또는 표준이 활용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성장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 또는 표준 중 어느 하나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때 경쟁에서 패배한 다른 

기술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승리한 기술만이 살아남아 독점적인 표준이 

된다.(winner-take-all) 표준경쟁에서 기업들은 개방전략, 침투가격전략, 

기대경영, 전략적 제휴군의 형성, 특허전략, 보완재 전략, 브랜드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간의 플랫폼 

전쟁도 표준경쟁의 요소를 많이 가진다. 이와 같은 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의 경쟁은 전통적인 패권 경쟁 내지 단순한 시장점유율 경쟁과는 달리 

다국적 기업과 세계 인권단체, 사용자들까지도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

들의 집합체'가 벌이는 경쟁이라는 점에서 기술표준, 제도표준, 관념표준 

등을 두고 복합적인 표준경쟁의 형태로 나타난다.58 

 

3. 협상 
 

 

 
57 ISO 32000-1:2008(PDF 1.7), ISO 32000-2:2020(PDF 2.0) 
58 김상배, "표준 경쟁으로 보는 세계패권 경쟁: 미국의 패권, 일본의 좌절, 중국의 도

전", 아시아리뷰 제2권 제2호(통권 4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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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상(standard negotiation)은 시장 또는 기술의 측면에서 뚜렷한 선

도자가 없고 기업 간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표준이 제

정될 수 있도록 타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표준경쟁에서는 표준적 지위

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기업이 더 과도하게 

경합적인 투자를 하여 사회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이 발생한다.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죄수가 눈빛을 교환할 수 있으면 가장 유리

한 결과를 이끌 수 있듯이, 기업 간 정보 교환과 협상을 통하여 각 기업에 

최선의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협상의 과정이 지리하고, 정치적인 성

격이 반영되며, 그로 인한 표준이 최적의 기술이 아닐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상을 통하여 많은 표준이 제정된다.  

 

Ⅲ. 표준과 특허권 
 

지식은 무형적 자원으로서 널리 공유하게 되더라도 한계비용이 사실

상 0이고(비경합성) 인위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주체가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약하지 못하므로(비배제성), 공공재(public goods)에 해

당한다. 경쟁시장은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에 가장 높은 지불 의사를 가

진 수요자가 구매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인데,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

인 재화라면 더 낮은 지불의사를 가진 수요자도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공급자가 비경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면 경쟁 가격은 0으로 수

렴하게 되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장기적

으로 개발의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만큼 공공재

가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지식에 재산적 권

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함으로써 비배제성을 제거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된다. 새로운 지식 생산의 유인

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지식의 확산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딜레

마가 발생하게 되는데, 독점을 보장받는 범위와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게 된다. 특허권자는 일정 기간59 동안 다른 행위자가 해당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대신, 발명의 

 

 
59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까지이며, 일정한 경우 5년까지 연장된다.(특허법 제88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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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다른 행위자가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독창적인 기술적 성과물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를 통하여 공개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비밀로 두어 관리를 할 수 있다.60 제품의 

역설계가 가능하고, 침입 입증이 용이하고, 기술이전·IP담보대출·투자

유치·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라면 특허를 선택하게 되는 반면, 기술 공개 

시 피해가 우려되고, 비밀관리가 가능하다면 영업비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1 

이와 달리, 표준은 기술을 공유하고 시장에 보급함으로써 많은 사용자

들이 효용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에서 표준과 

특허제도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표준은 공통의 기준과 시스템의 구축

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고, 특허제도는 권리자의 독자적 판단에 기초한 기

술개발을 장려하고 개발된 기술의 배타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보호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62 

한편, 표준이 된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경우 특허권자가 배타적

으로 특허권을 행사하면 다른 경쟁자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허권이 있는 기술은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1932년 ANSI가 “특허권자가 독점적 효과를 회피하

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허기술도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선언

한 이후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인정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이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표준을 

구현할 수 없는 특허를 표준특허 또는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라고 한다. 표준화의 참여자 대부분에 비하여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참여자는 매우 큰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63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의 참여자들 사이에는 사후적으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복수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60 영업비밀 전략을 취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코카콜라는 1887년부터 콜라의 제조법

을 금고에 보관하여 관리하며 재료 배합 비율은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 수 있다고 전

해진다. 
61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 (2021), 6. 
62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851. 
63 만약 표준화기구가 주도하여 참여자들이 사전에 장래의 실시료를 미리 정하려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담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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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복잡해진다.64 그러므로 표준화기구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65, 지식재

산권 사용범위와 제한66 등에 관하여 미리 방침을 정하고 참여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ISO/IEC/ITU는 표준화 활동 초기부터, ANSI와 

ETSI는 적시에, IEEE는 프로젝트 승인 즉시 등 표준화기구에 따라 표준

의 공개 시기가 차이가 존재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

도 있다. 

특허와 표준은 상반되는 속성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공동

의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점을 발견

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된다. 

 

Ⅳ. 표준과 과학기술정책 
 

경제문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크게 개입주의와 방임주의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큰 

관점이 대립한다.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상업적 위험을 부담하는 기

업이 기술혁신의 적임자라고 보는 관점과 정부에게 과학기술분야를 지

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완전경쟁시

장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학기술의 생산과 소비도 

오로지 시장에만 일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도 이익집단과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연구개발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

로는 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위험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거나 파급효과(spillover)가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기초연구를 장

려하는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 

 

 
64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851. 
65 표준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특허를 밝히지 않고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황을 누리다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포함한 기술이 표준으로 정해지면 사후적으

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매복행위(patent ambush)를 막기 위한 것이다. 
66 표준특허의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표준사용자에 대하여 독점공급자의 지위가 부

여되기 때문에 통상의 특허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유인하는 알박기(hold-

up)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자에게 공평한 라이선스 조건을 미리 약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라이선스 조건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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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정책은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기업

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기술개발을 이끄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는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소를 통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지원기관을 통하여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세금감면, 저

금리 대출, 보조금 지원하게 된다. 기술수요정책은 신기술 소비를 증가시

키기 위하여 정보공급, 기술구입비용 지원, 정부조달67 등의 방법을 사용

한다. 기업은 정보가 불완전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생기는 위험을 회피하

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 수요가 충분하게 발생하기 어렵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험을 떠안는 방

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술에 관한 수요와 공급 외에도 교육, 무역, 경쟁 

등 다양한 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시장실패의 문제

를 보완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표준화를 촉진하는 표준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표준화는 표준이 적용된 상품 사이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줄이

고,68 시장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하고, 기술에 대한 

시장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표준 및 

표준화를 통하여 사회후생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표준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가가 정보부족 또는 정치적 고

려 등의 문제로 표준화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더 우수한 기술의 시장진입

에 장애가 되고 다양성으로부터 생기는 효용을 제거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표준을 정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기업 간 기술경쟁이 진행되는 때에

는 보상금액이 크게 되는 문제가 있고 개발 초기에는 최적기술인지 여부

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69 국가 차원에서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표준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존의 특허ㆍ논문 등에 더하여 표

준을 도입하였다. 4차 혁명시대에 대량의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간 인터

페이스 도구로서 ‘표준’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67 국방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책임지는 영역이고 국가에 의한 수요가 확보되어 있으

므로, 국방관련 기술은 조달정책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이다. 그밖에도 통신, 컴

퓨터, 항공기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도 조달이 활용된다. 
68 표준을 적용한 제품과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 사이의 전환비용은 커지게 된다. 
69 권명중, 기술혁신의 경제학, 나무미디어 (201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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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어,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에 따른 것이다.70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를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71 

 

Ⅴ.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특수성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에

서는 웹, 이동통신, 암호화, IoT,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소프

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관한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며 현재도 기술개발과 

함께 꾸준히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일종의 고전적 광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봉수 신호 체계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변방지역 에서부터 한양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의 봉수대

의 아궁이에 불을 피워 횃불이나 연기를 통하여 신호를 전달하였다. 사전

에 정한 바와 같이 평시에는 1개, 적군 출현 시 2개, 적군 국경 접근 시 3개, 

적군 침입 시 4개, 적국과 교전시 5개로 표시하여 위험도를 신속하게 중

앙에 알릴 수 있었다. 만약 봉수 신호 체계에 관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

다면 아무리 불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인지를 전달하기가 불가

능하였을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정보통신표준은 1844년 모오스의 전신

기, 1876년 벨(또는 에디슨)의 전화기, 1895년 마르코니(또는 포포프)의 

무선통신을 거쳐 발전해왔다. 1960년을 전후로 하여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가 활발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관련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제조업체, 중계기 제조업체, 소프

트웨어 제작업자, 컨텐츠 제공업자 등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

며,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물리

적 생산물인 하드웨어 자체의 공급 조건만으로 구매를 결정하지 않으며, 

보완적 관계에 있는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치 등에 따라 변

화되는 효용을 반영한다.72 

 

 
7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7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2조 제

1항 제2호, 제15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11호 
72 예컨대 5G 통신이 지원이 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더라도 5G 기지국 또는 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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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는 ICT 표준화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우수한 기술

력에도 불구하고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성, 로마자 대신 가나와 한자를 쓰

는 언어적 환경,73 보수적인 정치체제, 내수시장의 한계 등의 이유로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 환경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고립된 생태계의 현상을 빗대어 갈라파고스화 현상이라고 한다. 휴대전

화용 인터넷인 i-mode, 일본 휴대전화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이모지74 등 

일본 독자적 표준을 사용하여 특수한 상황을 세세하게 반영한 것이다. 심

지어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점까지도 타 통신사간 문자메시지 수발신 

불가능하였다.75 그러다가 일본이 2011년 대지진을 겪으면서 통신사간 연

동의 필요성을 체감하였고,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의 모바일 메신저가 

일본에서 크게 흥행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라인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하여 SMS(단문메시지)는 2011년 7월, 

MMS(멀티미디어 메시지)는 2018년 4월에 이르러서야 일본 이동통신사

간 상호접속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76 ICT 분야에서 시의적절하게 표준화

가 이루어져야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례이

다. 

 

 

등 네트워크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 5G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5G 표준이 하위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LTE 또는 3G 망을 이용한 무선 통신은 가

능할 수 있다. 
73 소위 CJK(China, Japan, Korea)라고 하여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 문화권이 공유하는 

불리한 언어적 환경이다. 영문자 알파벳이 52개(26자×대소문자)에 불과하므로 7비

트로 글자 1개를 표현할 수 있고(ANSI의 표준인 ASCII Code, 27=128자), 유럽문화권 

등에서 사용하는 변형된 로마자 형태(ä,ö,ü,ß 등)와 일부 기호 등을 포함하더라도 8비

트면 충분하다.(Extended ASCII, 28=256자) 반면,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한자를 표기하기 위하여 최소 수천 자가 필요하고, 현존하는 한자는 

10만개에 가깝다고 전해진다. 범용 문자 인코딩 표준인 Unicode는 32비트, 16비트, 8

비트로 표현할 수 있으며(총 1,114,112자), 최신 버전인 Unicode 14.0에 할당된 144,697

자 중 한자가 92,865자를 차지한다. 이에 더하여 한글은 11,172자(초성 자음 19종)×

(중성 모음 21종)×(받침이 없는 경우 1가지+종성 자음 27종)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74 이모지(emoji)는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문자를 입

력하듯이 편하게 다양한 감정(        ), 상황(          ) 또는 사물(      )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림 문자이다. 1999년 NTT DoCoMo의 i-mode의 일부로 수용되어 일본 특유의 감성적

인 성향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구글과 애플이 수용하자 2011년 Unicode 

6.0에서 표준으로 반영되었다. 예외적으로 일본의 독자적 표준이 성공적으로 국제표

준화된 사례이다. 
75 당시 일본 휴대전화 메일에 관한 소개로는, https://news.sktelecom.com/21268 
76 이전에도 이메일 기반의 EMS(Enhanced Messaging Service)를 이용하여 타 통신사

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였으나 비용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었다. 

https://news.sktelecom.com/2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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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표준화 절차 
 

Ⅰ. 표준의 수요와 공급 
 

1. 표준의 수요 

 

표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표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의 

수요는 크게 4가지에 의하여 발생한다. 

첫째,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 목적으로 표준이 필요하다. 제품을 생산하

는 경우 분업을 위하여 생산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고, 부품이 규격

화되어 있으면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또한 제품의 품질 또는 거래 조건의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도 표준이 사용된다. 

둘째, 시장의 경쟁 또는 압력에 의하여 표준의 수요가 발생한다. 범용

성이 높은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기업은 표준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유무선통신, 인터넷, 방송 등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 분

야는 공통된 표준이 필수적이다. 

셋째, 국가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정부가 전문성이 기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

율규제 내지 연성규범의 차원에서 표준을 통한 규제를 하게 된다. 최근 

ESG경영과 관련하여 표준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 표준에 관한 전문가도 표준을 필요로 한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한 과학기술이 표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는 그러한 표준

화 절차에 참여하고 표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표준의 수요집단이 된

다.
77

 

 

2. 표준의 공급 

 

표준을 공급한다는 것은 기술의 보편적 사용을 위하여 표준을 제정하

여 보급 또는 판매하는 것이다. 표준은 단순한 기술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표준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산되고, 사적 재

 

 
77 CIE Report, Standards and the economy,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nberra & 

Sydney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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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인 특허와 달리 준공공재로서 기술의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표준의 공급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처럼 단순하지 않다.
78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자의 지불 의사가 클수록, 생산 비용이 

하락할수록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나 표준은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기술

의 보편적 사용에 주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표준의 공급 주체에 따라서 표준의 공급 목적이 차이가 있다. 정

부 및 국제기구는 안전, 건강, 환경, 편리성 등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위하

여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한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시장 지배

력 강화, 규제에 대한 대응 등 기업활동의 목적으로 표준을 공급한다. 산

업협회와 표준화단체는 생산 공정, 제품의 규격, 형식 등의 요소를 통일

화하여 산업 전체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을 

공급한다. 

표준의 공급자는 각 산업분야, 기관 또는 국가별로 수행하는 기능과 역

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기업, 

표준화기구, 국가, 협회, 학회 내지 상품시장 등이 있다. 

 

Ⅱ. 표준 제정 원칙과 표준화 일반적 절차 
 

표준은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합의 및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자발적인 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정 원칙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표

준화 원칙에 의거한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교

적 장시간에 걸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표결 등을 통하여 표준이 

제정된다. 표준화 원칙은 국가 또는 표준화기관 등에 따라 차이79가 있으

나 대부분 유사한 원칙을 따른다.  

 

 

 
78 이용규 외, 표준정책론, 윤성사 (2021), 87. 
79 각 기관별 특징적인 것으로 미국의 ANSI는 균형과 독점 금지(balance and lack of 

dominance), 유럽의 CEN/CENELEC는 기득권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of vested 

interests)과 국가 대표기관에 기반한 의사 수렴(decision-taking on the basis of national 

representatives), WTO에는 일관성(coherence)과 개발 차원(development dimension) 등

이 있다. 



 

 

 

 

33 

표준화의 기본 원칙80
 

 

 합의성(consensus): 표준의 최종안을 이해관계자(회원 등)에 돌려 

숙의를 거친 뒤 원칙적으로는 만장일치에 의하지만 그에 이르지 못하

는 경우에 투표를 통해 표준안을 확정하게 된다. 

 개방성(openness): 표준의 제정 과정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

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 제정과 같은 수준의 개방성은 아니며, 기술

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대중의 관심도 높지 않을 수 있다. 

 독립성(independency): 특수 이익을 위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정치력 또는 힘의 논리에 의

하여 표준이 제정되므로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다.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 표준 제정 절차는 공정하게 구성하여 

참여자들간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자연법적 정의의 문제이기보다는 합의에 의한 이해관계

의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준수를 통하여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

는 것이다. 

 효율성(efficiency): 가능한 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게 

제정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투명성(transparency): 논의 과정과 재정 운영을 비롯한 모든 표준 제

정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평성(impartiality):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

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장연계성(market relevance): 시장의 가치와 경제성에 적합하게 제

정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더라도 상품화 과정에서 시장성

이 없다면 기술 확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의성(timeliness): 시대적 요건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표준은 사실적 표준에 비하여 장기간

에 걸쳐 제정된다. 

 

 

 

 
80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ksa_kr/839/subview.do 

http://www.ksa.or.kr/ksa_kr/83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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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의 일반적 절차 

 

① 표준화 항목 제안 : 표준화기구에 자사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항목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항목에 대한 표준 초안도 함

께 제안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 표준 초안 검토 : 관련 기술위원회는 제안된 기술을 

비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기술을 수정하여 기술적으로 최선의 

표준 초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③ 기술위원회 합의 : 기술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표준안을 도출하

게 된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②단계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④ 회원의견 청취 : 모든 회원에게 표준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하

고,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표준안으로 확정한다. 유효적절한 이

견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②, ③단계를 반복한다. 

⑤ 회원의결 : 모든 회원이 최종표준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표준안이 

승인된 경우 표준으로 채택된다. 부결되는 경우에는 ②~④단계를 반복

한다. 

⑥ 표준문서 발행 : 표준화기구에서 표준문서를 발행하게 되며, 각 

표준화기구의 정책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배포한다. 

⑦ 표준의 유지보수 :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표준

의 개정, 폐지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Ⅲ. 표준 관련 기관과 업무 
 

표준개발기구(SDO: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81는 특정 표준을 

개발, 승인, 출판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표준개발기구로 정부표준화기

구, 민간표준화기구, 그리고 포럼·컨소시엄 등이 있다. 예컨대 미국시험

재료협회(ASTM)는 민간표준기관이자 전문표준화기관으로서 여기서 개

발된 표준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된다. 

 

 
81  표준화 기구, standards organization,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SO), standards 

body 등과 혼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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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단체로서 산업의 전문가협회 또는 학회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이 

공급하는 표준이 단체표준(collective standard)이다. 대표적인 표준화 단

체로는 IEEE, UL, SEMI, TTA 등이 있다.  

정부표준화기관은 정부기관으로서 미국의 NIST, 일본의 JISC, 싱가포

르의 SPRING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서 국가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82

이 있다.  

민간표준화기관은 미국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독일의 DIN(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영국의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일본의 JSA(Japanese Standards Association)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한국표준협회(Korea Standardization Association)가 있다.  

기업은 표준의 1차적 사용자이면서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표준 

창출 및 제정의 주체가 된다. 예컨대 미국의 컴퓨터 제조 회사인 IBM은 

각종 IBM 표준을 제정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로 네트워크 효과

가 큰 산업인 통신, 전자, 자동차 분야의 기업들의 표준 공급이 활발하며, 

대기업이 만든 표준을 중소기업이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표준화기관(National Standards Body)은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을 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ISO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참여할 때 국가

를 대표한다.
83

 국가표준화기관은 정부표준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표준화

기관일 수도 있다.
84

 민간표준화기관인 국가표준화기관으로는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영국의 BSI, 호주의 SA 등이 있다.
85

 정부표준기관이 

국가표준화기관인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 일본의 JISC, 싱

가포르의 Enterprise Singapore 등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인 

KS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표준정책뿐 아니라,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안전정책, 시험인증업무를 다루는 적합성

정책, 국내외 기술규제대응 업무도 수행한다. 

 

 
8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 관련 업무에 권한을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83 회원의 목록은, https://www.iso.org/members.html 
84 이용규 외, 표준정책론, 윤성사 (2021), 90. 
85 직접 표준을 제정하기보다는 다른 표준개발기구(SDO)에서 개발한 표준을 국가표

준으로 공인하는 기능을 한다. 

https://www.iso.org/memb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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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는 국제적 차원에서 법적 표준을 제정, 공급하는 기관

이다. 국제표준은 주로 ISO에 의하여 공급된다. 전자기술 분야의 IEC, 통

신 분야의 ITU도 국제표준화기관에 속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은 표준을 직접 제정하지는 않더라도 제정된 표준의 

이행을 지원한다. 적합성평가는 측정, 교정 등을 통한 기술적 성질을 확

인하는 시험(testing), 시험 결과를 표준의 요건에 비교해 판정하는 검사

(inspection), 표준에 적합하다고 보증해주는 절차인 인증(certification), 시

험기관의 인증 역량에 대한 검증인 인정(accreditation) 등의 업무로 구성

된다. 

 

Ⅳ. 주요 표준화 기구 
 

1. 국제표준 관련 기구 

 

국제화 시대에는 기술과 경제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므로 통일적인 

표준의 범위가 전세계적이 된다. 그러므로 많은 표준이 국제표준화기구

의 차원에서 도출되고 있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는 국제

전신연합과 국제무선전신연합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전신연

합은 유럽 20개국 대표가 파리에서 개최한 최초의 국제전신회의를 통하

여 1865. 5. 17. 창설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86라고 할 수 

있다. ITU의 다른 전신인 국제무선전신연합은 1906. 베를린에서 29개국 

대표가 모여 설립한 것이다. ITU는 1932년 국제전신연합과 국제무선전신

연합을 통합하여 탄생하였고, 1947. UN산하의 전기통신 부문 전문기구

가 되었다. ITU의 하부 기관으로는 무선통신에 관한 표준화를 담당하는 

ITU-R(Radiocommunication Sector), 전기통신표준화를 담당하는 ITU-

T(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기통

신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ITU-D(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가 

있다. 국가간 협력과 발전을 촉진 우리가 마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느

끼는 통화, 인터넷 접속, 이메일 전송 등을 할 때마다 실제로는 ITU의 덕

 

 
86 UN이 1945. 10. 24. 창립되었으므로 ITU(International Telegraph Union)가 80년 앞서 

창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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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있는 셈이다.87 UN의 ICT 전문기관인 ITU의 국제회원에는 193개

의 회원국과 약 900개의 회사, 대학 및 국제 또는 지역 기관이 있다. 우리

나라는 1952년에 가입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원국 주무 정부기관

으로 참여하고, 부문 회원에는 삼성전자, KT,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

원(ETRI) 등이 참여하고 있다. 

ISO88(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는 

ISA와 UNSCC의 두 기관에서 기원하여 1946년 10월 런던에서 개최된 국

가 표준 기구 회의를 통해 설립되어 1947년 2월 출범하였다. ISO는 세계 3

대 법적 표준화기구 중 표준 개발 범위가 가장 다양하며 2022년 4월 현재 

보유 표준 수는 24,260종에 달한다. IEC가 관장하는 전기전자부문과 정보

기술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는 비정부 국제기

구이다. 주로 제품,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참가국들의 국가규격 조정과 단일화, 표준 관련 정보 교류 및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한다.89 표준화 업무는 주로 각 산업 분야 관

계자와 학회 회원, 정부, 사용자 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여 합의를 도

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나라에서 한 기관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22년 4월 현재 정회원 124개국, 준회원 39개국이 있다. 우리나

라는 1963년 상공부 표준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정회원으로 최초 가

입하였다. 1973년 상공부 표준국이 독립하여 공업진흥청으로 변경되었

으며, 1996년 이후로는 현재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전기전자분야에서 표준에 대한 준수 확인 등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제반 

현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1906년 6월 26일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가정

용 전자기기, 건축용 전기설비, 초전도 분야, 평판 디스플레이, 피뢰설비 

등 거의 모든 전기전자 분야를 다루며 2021년 12월 현재 보유 표준 수는 

8,358종이다. 2022년 4월 현재 62개국의 정회원과 26개국의 준회원으로 

 

 
87 IMT-2000(3G), IMT-Advanced(4G), IMT-2020(5G) 등 이동통신의 법적 표준화가 대

표적이다. 
88 동등하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isos'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언어에 관계없이 약칭하여

ISO로 표기하며 [아이소]라고 읽는다. https://www.iso.org/about-us.html 
89 ISO 정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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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있다. IEC의 표준화작업은 ISO와 공동으로 제정한 ISO/IEC 

Directive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ISO의 표준화작업 절차와 대동소이하다. 

ISO/IEC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1)은 ISO와 IEC가 공동으로 운

영하는 기술위원회로서 인터넷 보급의 초기 단계인 1987년 설립되었다. 

정보기술 분야 표준화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협력적인 국제표준화

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1년 3월 현재 3,256종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90 

 

용어 ISO JTC 1 IEC 

회원국 Member Body (MB) National Body (NB) National Committee (NC) 

기술관리 

이사회 

ISO Technical 

Management Board 

(ISO/TMB) 

ISO/TMB & IEC/SMB 

IEC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IEC/SMB) 

중앙 

사무국 

Central Secretariat 

(CS) 

ISO/IEC Information 

Technology Task Force 

(ITTF) 

Central Office (CO) 

자문그룹 
Technical Advisory 

Group (TAG) 

JTC 1 Advisory Group 

(JAG) 
Advisory Committee (AC) 

프로젝트 

리더 
Project Leader 

Project Editor 

Convenor 
Project Leader 

 

2. 미국의 표준화 동향과 단체 

 

미국에서는 사실상 표준을 주도하는 국제적 포럼을 많이 진행되고, 다

수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적

으로 보급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왔다. 미국은 막강한 국력을 배경으로 

하여 과거에는 국제표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ISO와 IEC에서 유럽

이 독주를 하자 일본, 캐나다, 호주의 호응을 얻어 1972. ANSI 주도로 

PASC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ANSI 중심으로 ASTM(미국재료시험

협회), ASME(미국기계학회),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 등 민간단체가 

표준의 제정 및 보급한다. 임의 표준은 민간에서 제정하고, 강제 표준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이원적 표준화 활동에서 벗어나 정부의 표준을 민간

표준에 부합시키고 민관 협동체제를 구축하고자 1996. NTTAA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국가 기술이전 및 진흥법)를 제

정하고,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립표준기술

 

 
90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ISO/IEC JTC 1/SC 29의 Working Group 11으

로, 지난 36년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표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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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연방 및 지방 정부와 민간 표준화 활동을 담당한다. EU가 산업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국제표준을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여 관련 기구에

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국가표준협회)는 표준

을 직접 개발하지 않으나 미국 내 표준개발기구의 표준과정을 관리하는 

비영리 민관기관이다. 여러 기구가 작성 및 배포하는 표준안을 국가표준

으로 승인하고 조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표준규격 간 모순을 해결

하기 위한 표준을 도출한다. 또한 ISO/IEC에 공식적인 미국 대표로 활동

하여 미국의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IEEE91(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공학자

협회)는 ANSI의 위임을 받아 전기전자 및 컴퓨터 공학의 이론과 실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이다.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고 학술지

를 출판하며 통신, 정보기술 및 발전 분야의 표준화92 업무를 수행한다. 

160개국 이상에서 40만명이 넘는 회원이 있으며 그중 60% 이상은 미국 

밖에 있다.  

 

3. 유럽의 표준화 동향과 단체 

 

유럽은 유로화(€) 통합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한

다.93 그렇기 때문에 국제표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궁극적으

로 ‘표준과 규제를 유럽 방식으로 통일’과 ‘세계의 표준과 규제의 일체화’

를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 단계를 국제표준 제정과 병행하여 시장선점을 

추진하며, 각국가간 공동 연구 및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신속하게 국제표준을 제정한다.94 구체적으로는 EU의 위임을 받아 ETSI

는 정보통신 분야, CEN은 산업 분야, CENELEC는 전기 분야의 유럽표준

화 업무를 수행한다. 

 

 
91 [아이트리플이]라고 읽는다. 
92 유명한 것으로서 Ethernet과 Wi-Fi가 포함된 IEEE 802 표준이 있다. 참고로 Wi-Fi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Bluetooth는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을 

통하여 표준화가 이루어지며, IEEE 802.15.1 표준규격으로 승인되었다. 
93 유럽 개별국의 표준화에 관하여는, European Commission, "SMEs and standardisation 

in Europe" (2014). 
94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방식의 휴대

전화 표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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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

준협회)는 유렵지역의 정보통신표준을 제안하고 촉진하며 국제표준 표

준 제정을 촉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유럽의 독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1988

년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

(CEPT)에서 수행하던 표준화 기능과 조직을 모체로 설립된 기관이다. 

EU 회원국의 주관청을 비롯하여 EFTA95 회원국의 전기 통신 사업자, 제

조업자 및 연구 기관 등 55개국의 688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EN(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유럽표준화위원회)는 유럽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단일화(통합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준 제정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ETSI와 CENELEC가 관장하지 않는 

분야의 표준을 직접 제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CEN이 산출하는 표

준을 EN(Europäische Norm: 유럽표준)라고 하는데, 이것을 CEN이 발표하

지 않고 각국 표준 기관으로 하여금 자국 내의 세부 시행 절차와 함께 발

표하고 출판하도록 하고 있다. CEN은 ISO와 IEC의 표준에 관한 유럽의 

입장과 의견을 협의, 조정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한다. 

CENELEC(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É lectrotechnique: 유럽전자

기술표준화위원회)는 유럽 내 전자기술 부문 표준화를 담당한다. 전자안

전, 전기와 전자장비, 정보기술 등의 업무를 하며, 특히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개발과 기능표준에 주요 역할을 한다. 통신, 컴퓨터 및 전기 등

의 기술과 상호 연계하고, ETSI와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

부터 ETSI는 주로 전기통신 부문, CENELEC는 안전과 전자파장애 등의 

표준화를 담당한다. 

 

4. 우리나라의 표준화 동향과 단체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는 한국산업표

준(KS) 96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표준(KS) 97과 

TTA의 정보통신표준(TTAS)98을 중심으로 하여 표준의 제정기관과 개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과거에는 표준화 활동이 주로 정부 주도로 수행되

 

 
95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

르웨이 및 스위스) 
96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www.standard.go.kr에서 국가표준(KS) 검색 
97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자료실 www.rra.go.kr에서 방송통신표준(KS) 검색 
9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www.tta.or.kr에서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등 검색 

http://www.standard.go.kr/
http://www.rra.go.kr/
http://www.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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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민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여 자율 준수를 유도

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TU의 주관청 역

할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ISO의 창구역할을 한다. 

KATS(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제·개정, 국제 표준화 

관련 기구와의 교류와 협력, 국가 측정 표준의 확립과 보급업무 등을 수

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이다. 1883년(고종 20년)에 전환국 

소속의 분석시험소가 설립된 이후 중앙시험소, 중앙공업연구소, 국립공

업연구소, 국립공업표준시험소, 국립공업시험원, 공업진흥청 국립공업

기술원,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등으로 개

칭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1961년 국가표준인 KS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지

원과 품질관리를 주도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RRA(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국립전파연구원)는 1966년 전파

자원 개발과 새로운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

파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이다. 방송통신 

및 전파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 방송통신 기술기준 및 ICT 국가표준의 제·개정과 국제표준

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장 친화적인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5G 기술을 도입하고 테라헤르츠

파 등 새로운 주파수자원을 발굴하며, 우주전파재난에도 대응하고 있다. 

KSA(Korean Standards Association: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표준

규격협회로 설립되어 한국공업표준협회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

다. 1998년 KS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표준, 외국 

국가표준과 각국의 단체표준 등의 자료를 보급하며, KS표시 인증과 인증

업체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은 정보통신기술(ICT)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시험인증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99 기관으로서, 1988년 창립 이래 3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

라 ICT 표준화와 시험인증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 표

준화를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ICT 산업 성장에 크게 기
 

 
9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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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 왔다. 현재까지 21,000여 건의 표준을 제정, 보급하고 있으며, ITU, 

ISO/IEC JTC1, 3GPP, oneM2M 등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ICT 표준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5. 기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1986년 출범하여 인터넷 구조의 

발전과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에 관심있는 네트워크 설계자, 운영자 등으

로 이루어진 단체이다.100 인터넷의 아키텍처 프로토콜 진화와 관련한 네

트워크 설계자, 운영자, 장비제조사 및 연구자들을 위한 표준화 커뮤니티

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인터넷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

하여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며, 대표적인 표준 기술로 TCP/IP가 있다. 전

통적인 SDO들과 달리 IETF는 인터넷 세상의 자유로운 문화101를 우선하

여 정부의 역할과 투표를 거부하고, 시장과 토론102에 기반을 둔 표준화를 

추구하여 회원제도가 없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은 월드와이드웹 개발 후 1994년 창

립되었다. HTML, CSS와 같은 웹디자인 뿐만 아니라 HTTP, XML, URI 등 

웹구조와 웹서비스 등 웹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표준을 개발한다. W3C에

서 제시하는 권고(Recommendation)가 웹표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103 

 

 
100 1997년까지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부가 승인한 공식 표준기

구는 아니었다. 참고로 회로 교환이 아닌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인 ARPANET은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기관과 국방 관련 사업체 등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지원

하기 위하여 추진한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프로젝트에 의하여 개

발된 컴퓨터망의 연동망이다. 1969년 가동된 후에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사용계층이 

증가하면서 원격 로그인, 파일 전송, 이메일, 동호인 그룹들의 정보 교환과 같은 기능

을 갖추게 되어 1986년까지 인터넷의 근간망을 이루었다. 1990년 미국 국방부의 결정

에 따라 해체될 때까지 인터넷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101 The 12-Days of Technology Before Christmas(RFC1882), The Arte of ASCII: Or, An 

True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an Menagerie of Thynges Fabulous and Wonderful in 

Ye Forme of Character(RFC8140)와 같은 장난성 문서도 다수 존재하며, 특히 만우절에 

많이 발행된다. 
102 표준문서의 명칭도 비평을 요청한다는 뜻에서 RFC(Request for Comments)이다. 
103 단지 웹 관련 업무를 하는 기술자 뿐 아니라 비표준인 Active X의 무분별한 사용으

로 인한 불편을 느꼈던 웹의 최종사용자(end user)도 웹표준과 웹개방성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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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LG, ETRI, KETI 등을 포함하여 2022년 

현재 466 회원이 있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ITU의 IMT-2000 표준인 

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를 개발하기 위해 1998년 12월 유럽

의 ETSI를 중심으로 TTA, ARIB/TTC, CCSA, ATIS 등 한국, 미국, 일본, 중

국 등의 표준화기구가 협력하여 설립한 이동통신 표준화기구이다.104 프

로젝트의 명칭과는 달리 3G105 이후의 이동통신 표준규격도 제정하고 있

다. 각 지역의 표준화기구를 통하여 2022년 현재 787개의 개별 회원106이 

3GPP에 참여하고 있다. 동기식 IMT-2000 표준인 CDMA2000 개발을 위해 

1998년 미국의 퀄컴사를 중심으로 미국 TIA, 일본의 ARIB/TTC, 중국의 

CCSA, 우리나라의 TTA 등이 설립한 사실 표준화기구인 3GPP2와 구별된

다. 

 

 
104 2015년 4월 인도의 TSDSI도 가입하였다. 
105 1973년 음성통신이 가능한 아날로그 이동전화를 1세대, 1990년대 중반에 단문 문

자메시지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이동전화를 2세대, 멀티미디어,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 및 글로벌 로밍을 지원하는 이동전화를 3세대 이동통신이라고 구분할 수 있

다. 이후의 4세대, 5세대에서는 효율적인 이동통신을 위하여 안테나, 주파수, 위성통

신 등의 기술적인 개선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 사용자가 체감할 정도의 새

로운 상용 서비스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향후 제정될 6세대 또는 그 이후에서는 실

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와 통신기술의 조화를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106 회원 당 1개의 투표권을 가지므로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법인 또는 계열회사를 통

하여 수의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가진다. 예를 들어 삼성은 현재 15개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IEEE는 자연인 당 1개 투표권을 가지므로 한 회사가 수개의 투

표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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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표준 경쟁의 주요 사례 
 

Ⅰ. QWERTY 자판기 
 

한글 2벌식 자판의 왼편에는 한글 자음이, 오른편에는 한글 모음이 배

치되어 있어 번갈아가며 효율적인 입력이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로마자 

알파벳을 입력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QWERTY 키

보드에서는 영어의 자음과 모음 비율이 한글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

라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체감할 때가 있다. 일반적이

지 않은 전문 용어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lollipop, 

monopoly, average, databases, decades, stewardesses 등 영단어를 키보드로 

입력해보면 한 손으로 입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문 타자기가 처음 시장에 등장하였을 때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판이 

있었고 한글 2벌식과 같이 두 손을 번갈아 가며 쓰도록 만들어진 자판기

가 표준적인 지위에 도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타자를 치는 속도가 빨라

질수록 타자기 리본을 치는 글쇠 연결막대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엉키게 되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하여 글쇠 

연결막대가 엉키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1867년 미국 크리스토퍼 숄즈는 영어에서 자주 사

용하는 글쇠를 중앙으로부터 멀리 배치하고, ST와 같이 연달아 자주 쓰이

는 알파벳을 떨어뜨리는 등 글자들의 배열을 조정하여 엉킴을 줄일 수 있

는 자판을 고안하여 QWERTY 자판기가 등장하였다.  

 

C. L. SHOLES.가 고안한 최초의 QWERTY 자판의 배열. 원가 절감을 위하여 숫자 0, 

1을 알파벳 O, I가 겸하여 사용되었다. (US2075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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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Y 자판기가 표준적인 지위를 얻을 무렵 타자기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어 글쇠 연결막대가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거스트 드보락

이 1932년 영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모음 5개와 자음 5개(d, h, t, n, s)를 

자판 중앙에 배열하는 Dvorak 자판기를 출시하였다. Dvorak 자판기는 

QWERTY자판기 대비하여 4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인체 공학적인 

면에서도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미 QWERTY 자판기에 익숙해

진 소비자는 Dvorak 자판기로 쉽게 옮겨가지 않았다. 습관이 강하게 굳어

져서 새로운 자판의 배열을 숙지하는 데에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Dvorak 자판 배열. 자주 쓰는 글쇠들을 중앙에 모아놓은 특징이 있다. (US2040248A) 

 

QWERTY 자판기는 언어와 국가에 따라 일부 변형이 이루어지기는 하

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QWERTY와 Dvorak 자판기의 경쟁 사례를 볼 때 기술 또는 가격에서 우

수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더라도 기존 시장의 표준적 지위를 취득한 상

품을 대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IBM 범용 PC와 Apple 
 

1970년대에 컴퓨터가 소형화되어 책상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만큼 컴

퓨터가 작아지고(desktop), 가격 역시 상당히 낮아져서 보급화되었다. 이

에 많은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출시하였는데 당시

에는 컴퓨터 제조사별로 독자적인 아키텍쳐(시스템 전반의 구조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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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세웠기 때문에 제조사 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 IBM사에서 1981년 IBM PC라고 불리는 

컴퓨터를 출시하면서, 완전 공개 형식의 아키텍처를 내세웠다. 컴퓨터 설

계에 핵심적인 하드웨어의 회로도 및 바이오스(BIOS: 데이터 입출력 방

식을 정하는 기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원 개발사인 IBM사 

외에 다른 제조사에서도 IBM PC와 호환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

변기기를 자유롭게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었고, 개인이 부품을 구하여 컴

퓨터를 조립·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소프트웨어에서도 MS사와 공

동으로 개발한 PC-DOS라는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구동되었는데, 이와 완

전히 호환되는 MS-DOS가 일반 소비자 및 호환 제조사들 대상으로 판매

되었으므로 높은 호환성이 있었다. 

반면 애플107은 1984년 최초의 GUI환경의 PC인 ‘매킨토시 128K’를 출

시하였다. 매킨토시는 선도적인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PC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IBM과는 달리 폐

쇄성으로 인하여 시장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 등 일부 전문 영역의 분야

에서만 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 독자적 규격을 고수하는 애

플의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이라는 구도를 형

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표준에 관한 기업의 정책과 문화가 시장에서의 지위를 결정

하게 된다.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표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저변을 확대

할 수도 있고, 폐쇄성을 유지하며 전문성과 고급화 전략을 취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방식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윤 극대화

를 위하여 각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표준을 통한 개방

성의 정도를 결정한다. 

 

Ⅲ. 웹 브라우저의 표준전쟁 
 

표준전쟁이 치열했던 분야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이다.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에서 제공하는 마크업 형식의 문서를 구조적으로 해석하여 텍스

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GUI로 구현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1990년 

 

 
107 표준과 친하지 아니하며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기업전략의 전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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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WorldWideWeb108이 등장한 이래에 여러 웹 브라우

저들이 표준전쟁에 참여하였다. 초기 시장이었던 1990년대 중반 Netscape 

Navigator는 9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Microsoft社

가 운영체제인 Windows를 판매하며 웹 브라우저인 Internet Explorer를 통

합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Internet Explorer가 90% 이상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109 이후 Microsoft에 대한 반독점 규제, 비

표준 기술인 ActiveX를 포함한 보안이슈, 스마트폰의 보급과 그에 따른 

다양한 운영체제의 사용자 경험, Google의 성장, 웹 브라우저의 성능, 오

픈소스 개발환경110 등의 이유로 Chrome이 시장 점유율 60%가량을 차지

하고 있다. 나머지는 Apple의 Safari, Microsoft의 Edge, Netscape의 역사를 

이어받은 Mozilla재단의 FireFox, Opera Software의 Opera, 삼성 스마트폰

의 기본 앱인 삼성 인터넷, 네이버의 웨일 등이 나누어 점유한다.111 

웹 브라우저 별로 대동소이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에 따라 한번 사용한 웹 브라우저를 계속 사용하

려는 성향이 있다.(lock-in effect) 다른 한편, 인터넷 세상에 직접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의 특성상 다른 브라우저로 바꾸는 전환 비

용이 매우 낮다. 이러한 상반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웹 개발자 입장에서는112 어떠한 브라우저에서 접속하여도 동일한 사

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웹 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이 

파편화(fragmentation)된다면 개발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

문에 브라우저의 종류나 버전에 상관없이 동일한 웹 사이트를 경험하여 

접근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웹 표준이 제시된다.113 

 

 

 
108  WorldWideWeb 브라우저에 관한 설명으로는, https://www.w3.org/People/Berners-

Lee/WorldWideWeb.html 
109 자세한 내용은, https://en.wikipedia.org/wiki/Browser_wars 
110 2022년 현재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는 구글에서 개발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The Chromium Projects를 기본으로 한다. 
111 점유율의 추이는, https://www.w3counter.com/trends 
112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로 문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http 프로토콜의 헤더 중 

User-Agent 필드에 브라우저의 정보가 입력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는지 웹 서버 측에서 파악하고 브라우저 별로 설정할 수 있다. 관련 표준의 상

세는, https://www.w3.org/Protocols/rfc2616/rfc2616-sec14.html 
113 웹 표준의 요소는, https://www.w3.org/standards 

https://www.w3.org/People/Berners-Lee/WorldWideWeb.html
https://www.w3.org/People/Berners-Lee/WorldWideWeb.html
https://en.wikipedia.org/wiki/Browser_wars
https://www.w3counter.com/trends
https://www.w3.org/Protocols/rfc2616/rfc2616-sec14.html
https://www.w3.org/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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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표준의 규범성 
 

제1절 국가, 사회의 여러 규범 체계 
 

Ⅰ. 규범의 특징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평온한 질서 

형성을 위하여 여러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과거에는 통치자가 종교지도

자이면서 지혜와 경험을 갖춘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정한 규범이 사

회 전체적인 규범이 되었으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규범도 다음과 

같이 분화되었다. 도덕은 생명 존중, 폭력 금지 등과 같은 선의 구현하고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치의 기준 또는 규범이다. 종교 교리

는 세속적인 인간세상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존재로부

터 기원하는 일정한 계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위 규범이 되는 것이다. 관

습은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랫동안 반복됨에 따라 사회

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것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며 주로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가언명령 114 (hypothetical 

imperative) 형식을 띤다. 초인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교적인 교리를 제

외한 대부분의 규범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의 산물이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성과 상대성을 지닌다. 이러한 개

념설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범 사이의 본질적 차이와 구별기준을 뚜렷

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규범은 행위의 기준과 구성원 상호간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다. 행위의 기준으로서 규범은 명령(Gebot), 금지(Verbot), 허용(Erlaubnis)

이라는 당위(Sollen)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는 

권리(Recht)와 의무(Pflicht)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여기서 의무는 당위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떤 행위를 명령하여 적

극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하여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의무의 상대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명령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는 권리이다. 어떠한 소극적 또는 적극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114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if ~, 

then ~”의 조건적 구조를 갖는 규범을 의미한다. 가언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존중

이라는 윤리적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을 감수하는 반대급부

로 사람을 살해할 권리가 생긴다는 관념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 



 

 

 

 

49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 지위를 자유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당위의 세 가지 

양식과 구성원들 상호간의 지위는 일정한 논리적 관계에 있다.115 

규범은 가치판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가치판단은 분류적116, 비교

적117, 수량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평가의 기준으로서 가치는 여러가지

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에 가깝기 때문에118 어느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trade-off 관계) 

 

Ⅱ. 법의 개념 
 

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선 형식적인 의미로서 법이라는 명칭을 가

진 문서를 떠올릴 수 있다. 특히 대륙계의 성문법 국가에서는 어떠한 행

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법규정이 존재와 내용을 최우

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개념에 대하여는 법철

학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겠으나, ‘제정성’, ‘실효성’과 ‘정당성’의 세 가

지를 중요한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119 

법의 제정과정에 주목하여 법을 개념정의하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

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정성(legality)은 법의 개념 표지 중 제정의 주체, 절차 및 법규

범의 내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정의 주체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제정의 절차에서는 이미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과

정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범규범의 내용에서는 상위법이 정하는 내용

적 테두리에 있는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적

으로 추단할 수 있듯이 다른 법규범을 전제로 개념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에 부합해야한다는 요청에서 합법성을 의미하게 된다. 

법규범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준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실효성(effectivity)이라고 한다. 긍정적 또는 부정

 

 
115 이준일, 법학입문, 박영사 (2004), 102. 
116 긍정, 부정, 중립적 판단 
117 우월, 열등, 대등 
118 예를 들어 특정 스마트폰에 대하여 가치평가하는 경우에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연

산능력, 발열, 배터리 용량, 디자인, 무게, 디스플레이 크기, 음질, 화질, 가격, 견고함, 

가격, AS, 주변기기 호환성 등의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는 없다. 반대로 모든 요소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119 로버트 알렉시(이준일 역), 법의 개념과 효력, 지산 (200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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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상(reward)을 부여함으로써 세속적 수범자들이 법규범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120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법규범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여야 한다는 개념표지를 설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범적인 판단

을 정당성(legitimacy)라고 한다. 법의 정당성은 제정 과정에서는 물론이

고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환경과 수범

자의 관념은 결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기 때문이다. 

법의 세 가지 주요 개념표지 가운데 제정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는 입장

을 법실증주의(Rechtspositivismus)로, 정당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자연법

론(Naturrechtslehre)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Ⅲ. 규범 체계의 구조 
 

1. 규범으로서 규칙과 원칙 

 

규범 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규칙과 원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규

칙과 원칙121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맥락에 따라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

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개념정의하기보다는 속성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

도록 한다. 

규칙(rule)은 네 가지 특성을 지닌다. ① 규칙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② 규칙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효과가 발생하

지 않으면 ‘예외조항’이 존재하거나 그 규칙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③ 

규칙 상호 간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면 어느 하나의 규칙에 ‘예외조항’

이 부가되거나 하나의 규칙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④ 규칙의 전형적인 

적용방식은 포섭이다. 

 

 
120  강화 이론(reinforcement theory)에 따르면 행동의 원인을 자극(stimulus)과 반응

(response)으로 설명하며, 특정 행위의 결과로 유쾌한 자극을 경험하면 그 행위가 증

가하고 불쾌한 자극을 경험하면 감소하게 된다.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행위에 규

범성이 부여될 수 있다. 
121 법경제학에서 규칙에 대비되는 의미로 ‘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원칙’이라 표현한다. [Ko, Haksoo and Lee, Sun 

Goo, "Rule or Standard: The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Vol. 17 (2017)., Kaplow, Louis,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Duke Law Journal, Vol. 42, No.3 (1992)., Schlag, J. Pierre, "Rules and 

Standards", UCLA Law Review, Vol. 33 (1985).,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Ninth Edition),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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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규칙의 구성요건과 그

에 따른 효과가 확정적(definitive)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규칙을 

‘확정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122 규칙은 실현되든지 아니면 실현되지 

않든지(all or nothing) 둘 중의 하나의 가능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규칙 간 

갈등이 존재할 때 효력의 문제로 해결하게 된다.(zero-sum) 

원칙(principle)은 규칙과 대비하여 다음 특성을 지닌다. ① 원칙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곧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원칙의 구성요

건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칙에 ‘예외

조항’이 존재하거나 그 원칙이 ‘무효’이기 때문은 아니다. ③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 ‘예외조항’ 또는 ‘무효’화하여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

칙들 중 하나가 뒤로 물러나게 된다. ④ 원칙의 전형적인 적용방식은 형

량이다. 

원칙이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원칙의 구성요건이 잠정

적(prima facie)이고, 그 효과도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구성요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원칙 상호간 충돌 가능성이 크며, 원칙의 근본적 특성이 된

다. 충돌되는 원칙의 효력을 모두 살리면서 최대한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원칙은 ‘최적화명령’으로 표현된다.(win-win) 즉 원칙

은 “어떤 것을 법적·사실적 가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능한 한 높은 

정도로 실현될 것을 명령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123 

규칙은 원칙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량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원칙은 

규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적용이 어렵고, 규칙을 구체적으

로 적용할 때에는 원칙의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규범 모델 

 

규범에는 규칙과 원칙이 있다고 하면 규범체계의 구성은 규칙, 원칙 또

는 양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규칙모델(rule-model)은 오

로지 규칙으로만 이루어진 모델이며, 원칙모델(principle-model)은 오로지 

원칙만으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법실증주의에서 주장하는 완벽한 법체

계는 규칙모델이 된다. 규칙모델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다. 원칙모델에서는 구

 

 
122 이준일, 법학입문, 박영사 (2004), 130. 
123 이준일, 법학입문, 박영사 (200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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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대하여 엄밀하게 고찰하고 관련되는 모든 이

익을 형량하게 된다. 규범의 문자(text)에 구애되지 않고 맥락(context)를 

중시하므로 동태적인 규범현실에 부합하게 된다.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

의 제정법을 강조하므로 규칙모델에 가깝고, 영미법계 국가는 구체적 사

건에 관한 법관의 판단이 중시되므로(stare decisis) 원칙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원칙모델을 성문화하는 입법의 경우에 신의성실(민법 제2조),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등과 같이 불확정개념

을 사용한 일반조항의 형태를 띄어 법관에 구체적인 판단을 위임하게 된

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조항

으로의 도피(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의 위험성을 경계한다.124 

규범체계가 규칙이나 원칙 어느 하나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

과 원칙이 함께 구성되는 통합모델도 있다. 나아가 규범체계가 규칙과 원

칙뿐 아니라 절차도 포함하여 구성된다는 규칙·원칙·절차모델(rule·

principle·procedure-model)이 제시된다.125 규범체계에 원칙이 포함된다

면 그 원칙을 최적화하여 적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그 절차 역시 중

요하기 때문이다. 규범체계를 규칙·원칙·절차모델로 이해할 때, 여러 

이념이 대립하는 동태적 현실세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Ⅳ. 표준과 규범 
 

1. 구조적 유사성 
 

표준은 주로 기술적인 면을 다루면서 자율적 준수를 기본적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범들과는 차이가 있고, 특히 현실적 강제력을 본질적 징

표로 삼는 법과는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별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표준의 

제정과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법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표준화 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및 의사결정 과정은 입법과정과 유사하다. 기술

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러 표준안을 두고 구성원들이 토론과 표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준이 요구하

는 사항을 만족시키는 인증은 제정된 표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법의 집

행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표준 자체의 정
 

 
124 윤철홍, "헤데만의 '일반조항으로 도피'에 대한 수용적 고찰", 법학논총 제43집, 숭

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37. 
125 이준일, 법학입문, 박영사 (2004),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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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제3자에게 중

립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법과정

에 대응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안전 또는 윤리 등 주로 법이 다루던 분야에 

관한 표준이 많이 제정되고 있다.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 그 업무의 성질

상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제정법이 표준을 

인용한다면 표준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사적 표준에서는 단체의 가입과 표준의 제정 및 준수 여부가 임

의적이라는 점에서 규범의 설정을 정당화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고규범

인 근본규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 표준은 당위(Sollen)

가 아니라 존재(Sein)이므로 규범과 친하지는 않다. 

 

2. 표준의 언어구조 
 

표준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

지만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한 표준의 경우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표준 준수를 하기 위하여 표준의 사용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을 

식별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표준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

조용언126과 같은 문장 말미의 형태가 명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

다.127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서는 조항의 문장 말미 형

태를 요구사항, 권고사항, 허용, 역량 및 가능성, 외적 제약사항으로 나누

어 구분한다. 

① 요구사항은 표준에 적합하게 하고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

지 않기 위해서 엄격하게 지시하도록 사용되는 것이다. “~하여야 한다

(shall)”, “~하여서는 안 된다(shall not)”의 형태로 표현한다. ② 권고사항

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 대상 중에서 다른 것을 언급하거나 배제시키지 않

고 특별히 적합한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필수적이지는 않

지만 선호되거나(긍정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하는 것이 좋은 경

우(부정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좋다

(should)”,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not)”의 

 

 
126 이러한 역할을 영어에서는 shall, should, may 등 조동사가 한다. 
127 KS A 0001 :2021 부속서 I 조항의 문장 말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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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 ③ 해당 표준의 한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을 지시할 경우에는 

“~해도 된다(may)”, “~할 필요가 없다(need not)”의 형태로 사용된다. ④ 

물질적, 물리적 또는 인과적 사항의 역량 및 가능성을 설명할 때에는 “~

할 수 있다(can), ~할 수 없다(can not)”가 사용된다. ⑤ 당해 문서의 요구사

항이 아니라 법적 규제와 같은 문서 외부에서 정의된 제약 또는 의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must)”를 사용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요

구사항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표준문서는 당위적인 서술어를 사용하여 일종의 규범성을 

띈 문장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준이 엄밀한 의미에서 법규범은 아

니지만 실무적으로 법에 준하는 규범적 지위를 가지는 데에는 표준과 법

이 언어적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측면도 있다. 

 

3. 연성규범으로서 표준 
 

표준의 의미가 양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법적 성질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표준은 법령에 비하여 국가의 개입 정도가 약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연성규범(soft law)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성규범이란 ‘정식 입법권

한에 따라 제정되지 않은 규범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범자의 행

위태양에 실제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128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연성규범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경성규범

(hard law)와 차이가 있다.129 연성규범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행정지도 내

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적용대상을 일반 국민이나 기업을 포괄적으로 

상정하면서, 추상적인 일반적 규범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가이드라인, 지

침 또는 매뉴얼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가 많다. 행정지도는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급하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법적인 공백을 메꿔

 

 
128 연성규범은 (외관상) 법령인 듯, (개념상) 법령 아닌, (실무상) 법령 같다고 볼 수 있

다. 연성규범에 관한 연구가 복잡한 이유로, 범위가 국제법과 국내법에 걸쳐 있으며, 

형식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활용의 범위도 광범위하며, 구속력의 정도도 다르다

는 점을 든다. 배상준, "연성규범의 쟁점과 과제: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

학연구 제3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118. 
129 연성규범의 하나인 관행의 규범성이 문제되는 것은 관행의 임의성과 실효성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현경, "관행에 관한 연구: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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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하지만, 규제법률주의 내지 법치주의를 잠탈하는 형식적인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내용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에 

성문의 법령으로 승격되기도 한다. 

 

4. 자율규제로서 표준 
 

국가의 사실상 영향을 받는 ‘관치표준’이 아니라 자율규제130로서 표준

을 상정해볼 수도 있다. 자율규제 역시 단일한 법도그마틱적인 개념이 아

니므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규제의 속성에 기준의 정

립과 집행의 자율성이라는 요소가 있다면 자율규제의 성격을 가진다.131 

자율규제는 정보탐색비용의 측면에서 전통적 행정규제에 비하여 장점을 

가진다.132 그리고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이 국가 중심의 규제

독점주의에서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로 대체되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규제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133와 국가

의 조종능력의 상실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견해134가 있다. 한편 규제의 집

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전통적인 top-down 규제 방식과 달리 bottom-up 방식의 규제는 국민을 대

표하여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율규제의 담당자가 규제대상의 특

성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은

폐하거나,135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제한되어 폐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136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율규제

 

 
130 자율규제의 유형 분류로 ① 규제의 영역, 주체 및 대상에 따라 자기통제형과 기능

자치형 자율규제로 나누는 견해, ②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의무적, 승인적, 조건부 강

제적 및 자발적 자율규제로 나누는 견해, ③ 규제 실행의 방식에 따라 순수한 자율규

범(자치규범), 거버넌스의 구축, 자율 인증 체계의 정립 및 추상적 규범에 대한 자율 

집행으로 나누는 견해 등이 있다. 
131 이성엽 편, 플랫폼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22), 157.  
132 자율규제와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로, 최유, "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33 송순영,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발전방향",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한국

소비자원 (2011), 118. 
134 박재윤, "행정규제에 있어서 사인의 규범정립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4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4. 
135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6), 240. 
136 자율규제의 위임ㆍ위탁, 책임성 및 절차의 공정성 등의 관점에서의 비판으로, 정

남철, "현대국가의 규율구조와 규제된 자율규제: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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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수범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제재를 부

과하는 것은 자연법적 정의관념에 어긋나기도 한다.137 자율규제도 규제

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영업자 등은 규제수익자인 일반 공중의 이익에 구

속되므로 자율규제의 법적 한계와 공적 통제의 당위성이 도출된다.138 

 

제2절 표준과 법 
 

Ⅰ. 헌법적 차원에서의 국가표준제도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한다.139 이

는 5공화국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도량형, 시간 등 각종 계측의 표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준용토록 함으로써 과학의 진흥과 기술

의 혁신, 공정거래의 보장, 국제무역의 확대, 공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지적법), 

건축법, 전파법 등 부분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기본법으로서 국가표준기

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운영에 중요한 요

소 3가지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측정학(metrology),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이다.141 표준화는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 요건을 

기술기준을 포함한 성문표준 등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며, 측정학은 표준

화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며, 적합성

평가는 위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시험, 검사 등을 통한 기술적 요건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우리나라의 표준화 관련법

의 최상위법으로서,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표준 체계의 운영과 관리가 국제 규범에 적합하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2 이에 따라 

 

 

방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8), 423. 
137 Nemo iudex in causa sua.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138 왕승혜,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EUㆍ프랑스ㆍ한국 식품법제의 비

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283. 
139 헌법 제127조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140 권영성, "제5공화국 헌법과 경제질서", 서울대학교 법학 제22권 제3호 (1981), 113. 
141 유희겸,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9편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9), 27. 
142 류경임, 기술규제와 무역, 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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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매 5년마다 국가 표준화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취급

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143 법정계량에 필요

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제17조), 성문표준

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과 방송통신발

전 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바를 따르게 된다(제18조). 

우리나라의 산업표준에 관한 기본법인 산업표준화법은 1961년에 제정

되었다.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산업 표준이 ‘한국산업표준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다. 이법에는 KS 제정을 위한 산업표

준을 제정하기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구성과 KS 제정 절차, KS 표시인증

(KS마크)제도 등 산업표준에 관한 각종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 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방

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방송통신표준의 특수

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방송통신표준에 관하여 별도의 체계인 KCS를 

두었으나 2015년 7월 29일부로 범부처형 국가표준제도가 시행되어 KS에 

통합되었다. 각종 표준과 기술 기준의 중복 또는 모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참고로 ICT 국가표준144이란 방송, 통신, 전파, 정보 등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공공기준 및 단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정·고시하는 표준을 말한

다. 방송통신표준과 정보통신표준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

파연구원이 업무를 담당하며, ‘통신표준’이라는 명칭의 공통적인 부분으

로 인하여 다소 혼동스럽기는 하지만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143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144 ICT 단체표준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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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송통신표준 정보통신표준(산업표준) 

근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2조, 방송통신표준화

지침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4항, 정

보통신산업진흥법 제13조, 정보통신

표준 개발·운영 지침 

표준화 

대상 

방송통신기술, 방송통신설비 및 

기자재, 방송통신망,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

신망,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표준화 

주체 

과기정통부가 표준화주체이나 

방송통신표준화업무를 국립전

파연구원으로 위임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가 표준화 주

체이나 ICT분야 산업표준을 과기정통

부로 위탁 

과기정통부는 이를 다시 국립전파연

구원으로 위임 

표준 

보급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표준협회 한국표준정보망에서 유료

로 다운로드 

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KS표시145인증 제도는 업체가 사내 표준화와 품질 경영을 도입하여 품

질 개선과 생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산품과 서비스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도입된 제품인증제도

이다.146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공장 심사와 제품 심사를 받아야 

하며, KS표시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KS마크를 제품, 포장 또는 납품서 등

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에서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으며, 각종 법령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다. KS인증 업무는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1998년 7월부터 한국표준

협회가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인 제품인증표시 

 

그밖에 정부 각 부처에서 국민의 안전·보건·안보·환경 등을 목적

으로 하는 각종 기술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기술 규정은 KS를 토대

 

 
145 ㉿기호는 2002년 유니코드 표준 3.2.0 버전에 U+327F의 값으로도 도입되었다. 
146 산업표준화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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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규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강제 기준을 개

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Korea Certificate) 147 는 

2009년 7월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

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2017년 9월월 기준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

를 사용하고 있다.148 

 

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의 혼란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개별 인증마크를 KC인증마크로 통합 

 

Ⅱ. 경제법과 표준 
 

동업을 포함하여 기업의 공동관계(joint venture)149는 기술개발, 생산, 

구매 및 판매 등 여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적·경제적 수단

에 의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사업자 상호간의 전략

적 제휴(strategic alliance)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게 된다. 기업의 이러한 제

휴 또는 공동관계가 경쟁제한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면 시장기능이 왜곡

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시장의 진입과 퇴출에 장벽이 생

기는 등 시장경제 체제 전반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경쟁제한적 

공동관계(Kartell)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된다.150 부당한 공동행위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사업자 사이의 일치된 행위를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한다.151 

한편, 사적 표준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거쳐

서 제정되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처

럼 보인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

 

 
147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시행령 제15조의7, 별표 6 
148 ICT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전

파법 제58조의2)가 대표적인 법정의무인증제도이다. 
149 합작회사라는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전략적 공동관계 전반을 의미한다. 
1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51 미국에서 표준제정의 경쟁법적 우려가 제기되는 관행인 표준제정조직의 회원자

격 부여의 부당한 거부, 표준제정조직의 반경쟁적인 표준선정, 표준제정 과정이나 절

차의 파행의 상세는, 김두진, "첨단기술 표준제정(Standards-Setting)에 관한 경쟁법적 

문제점", 경제법연구 제4권 1호, 한국경제법학회 (200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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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152에 해당하여 가격

유지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해외경쟁의 도입

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의 

제한은 거래대상의 규격화 또는 표준화로서 거래의 합리화ㆍ원활화에 

기여하고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크다. 그러므로 상품 또는 용

역의 종류ㆍ규격의 제한행위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의하여 위법성을 심사한다. 

일례로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표준화의 방식으로 데이터 또는 전력 송

수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한다면 사용자와 공급

자 모두가 편리해질 수 있고, 나아가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사적 표준화로 인하여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을 인가153한 사례는 전무하지만, 인가사유에

서 표준의 정당화 사유를 차용하여 위법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적 표

준화는 ①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

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②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

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③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④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154 

즉, 표준화는 사업자 간의 합의라는 공동행위가 존재하지만 경쟁제한적

이지 않거나 오히려 경쟁촉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155 

소비자보호의 맥락에서는 측정표준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물

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9조) 계량

 

 
1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호 
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155 가격 등 거래조건 담합 금지, 표준화기구 참여 제한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금지, 표준의 이용가능성 제한 금지, 특허권 매복 금지,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

허권 남용 금지 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자율준

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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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

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한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MIM)은 현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시장에 경쟁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 별로 사용자가 

느끼는 기능적 효용은 사용자 네트워크 규모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

다. 문자, 그림, 영상 등 정형화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이 선점 효과를 과도하

게 누려 강력한 네트워크를 독점적으로 형성하였다.156 시장표준의 지위

를 얻은 카카오톡은 내수시장에만 한정되어 있으면서 메시징 고유 기능

과는 무관한 자사의 게임, 교통, 쇼핑, 금융, 광고 등 서비스를 카카오톡 

앱에 포함시키거나 연결시키고 있다(끼워팔기; tying).157 이미 성공적으

로 표준화된 이메일158은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메일 서버, 사업자 내지 

통신망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송수신이 가능한 생태계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참고하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도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

용성 내지 상호접속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

어야 한다.159 표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장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호접속에 관한 규제도 필요하다.160 인터넷은 평등권, 통신의 자유, 정

 

 
156 소위 카톡 대항마를 만들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현재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아무도 안 쓰는 '공무원용 카톡', 결국 올 연말 없어진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0128400530 
157 이러한 인접 서비스뿐만 아니라 메시징 기능 자체와 관련하여도 이모티콘, 채팅목

록 최상단의 배너광고, 사업자용 대량메시지 등의 내수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나아

가 대화내역 감청 내지 검열 등 표현·통신의 자유에 관하여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적 웹메일 서비스인 한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음을 카

카오가 합병한 이후 카카오계정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

인데, 이메일 주소는 인터넷 세상에서 여러가지 신원 확인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을 위한 규제가 정당화된다. 
158 메시지 형식에 관한 RFC 5322, 메일 전송 프로토콜에 관한 RFC 5321 등 
159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에 의하여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표

준이 제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후발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시장을 이미 장악

한 기존 메신저 업체는 표준을 적용할 유인이 전혀 없고, 사용자는 기존 메신저에 

lock-in 되어있으므로 RCS 표준이 보급되기 어렵다. RCS를 도입한 60개국 90개 업체

의 목록은, https://www.gsma.com/futurenetworks/rcs/global-launches 
160 박상철, "플랫폼법",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2022), 382.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0128400530
https://www.gsma.com/futurenetworks/rcs/global-lau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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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권 등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161 모바일 메신저 서비

스의 맥락에서의 인터넷 망중립성과 공공성이 강조될 수 있다. 

 

Ⅲ. 지식재산권법과 표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제도는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

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에 배타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표준제도는 기술의 

범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갈등 관계에 놓인다. 지식재산권 중에서는 표준특허에서

와 같이 표준에 포함된 기술과 관련하여 주로 특허권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표준문서 자체도 여러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성한 일종의 저작물

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ISO를 비롯한 많은 표준

문서가 유상으로 판매되는 것이다.162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증마크는 상품의 품질 등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

된다는 점에서 증명표장16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

로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표법 제2조 제3항) 그러므로 인증마

크와 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164 우

 

 
161 강현호, "인터넷 망에 대한 공법적 고찰: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토지공법연구 제

7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281. 
162 표준문서의 인용 및 번역 등 활용도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연구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것임을 밝힌

다.(저작권법 제28조) 한편, 법적 표준은 법령 또는 고시 등에 준하므로 저작권법 제7

조에 의하여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163 상표법 제2조 제7호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

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

는 표장을 말한다. 
164 “이 사건 출원상표 ‘KS-CLF’는 ‘KS’ 또는 ‘CLF’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출원상표가 ‘KS’에 의하여 약칭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호

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며,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전기

부문은 ‘KS’ 다음에 ‘C’를 붙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전기

케이블, 전선 등으로 전기제품인 점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KS인증을 획

득한 전기제품’의 일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의 상표등록 거

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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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상표법은 등록주의165를 취하여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166, 등

록되지 않았으나 사용으로 국내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영업표지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Ⅳ. 국제통상법에서의 표준 
 

국가마다 기술 및 경제의 발전수준,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배경 등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술규제정책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무역 상대국과 상이한 규제정책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러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라고 한다. TBT를 이루는 요소로서 기술 

규정, 표준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

계무역기구)167가 무역상 TBT에 관한 감시 및 조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WTO/TBT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68 

①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이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② 표준(standard)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과

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

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이

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

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③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란 기술규정 또는 표준

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이다. 

 

 
165 상표법 제36조 
16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167 WTO는 1994. 4. 15.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무역분쟁을 해

결하고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WTO는 UN의 기관도 아니고 전문기구도 아

닌 독립국제기구이지만, UN과 밀접히 관련되어 UN제도 안에서 활동하므로 UN가족

기구(UN Family)에 해당한다. (https://www.un.org/en/model-united-nations/un-family-

organizations) 참고. 
168 부속서 1 

https://www.un.org/en/model-united-nations/un-family-organizations
https://www.un.org/en/model-united-nations/un-family-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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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는 무역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같은 목적

과 효과가 있는 기술규제라면 불필요한 다양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국제표준의 준수169, 상호인정, 모범규제관행170의 공유 등 국제적 협력

을 통하여 TBT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국제통상법에서는 이러한 협력의

무는 자발성이 전제되는 연성규범적 성격을 띠지만 무역활성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171 

모든 국제기구가 사법기관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기관이 있는 

경우 회원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WTO에서는 분쟁

해결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시키고 이를 전담하는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s Settlement Body)를 설치하고 있다. 분쟁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

생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WTO는 구성 및 위임사항을 결정하여 

재판부를 설치하게 된다. 재판부의 보고서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 판정에 따라 집행절차 또는 보복조치가 이루어진다. 

 

Ⅴ. 행위책임과 표준의 법규성 
 

표준의 개념정의상 표준을 강제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자발적

인 준수가 권장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강제

력을 본질로 하는 법과는 규범력의 정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때에는 법적인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아지므

로 표준이 사실상 행위의 준칙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표준진료

지침(CP, critical pathway)은 의료인이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

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

된 진료 가이드라인이다. 같은 질병명을 가진 환자라도 개별적 상태에 따

라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표
 

 
169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

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

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

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WTO/TBT 2.4) 국제표준을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예외사유도 광범위하므로 강제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170 국가들이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또는 성공적인 규제 모델을 공유하는 관

행에서 모범규제관행이 확산된다. 탁상공론 내지 사고실험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근

거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강하다. 
171 안덕근·김민정,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201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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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진료지침이 존재하는 질환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만약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의료인 개인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 자체로 민형사상 귀책사유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72.  

표준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인 신뢰의 원

칙과도 관련이 있다.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은 주의의무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다른 참여자도 그렇게 준수하리라고 믿고 행위를 하였

다면 그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주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기

능을 하였으며173, 공장 또는 병원 등에서 여러 사람이 분업적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주의의무규칙은 법규범

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통상적이고 반복적으

로 이루어지는 사무 일체를 포함한다. 자동차교통에서는 교통법규에 따

라 운전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며 운전을 하고, 의료행위에서는 성문법령

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의료수준에 따라 각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할 것

174을 신뢰하고 수평적·수직적 분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

 

 
172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

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

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173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방향의 우측차선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고속도로에

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반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

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족한 것이므로 원

판시와 같은 도로상황하에서(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

는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

범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2. 4. 13. 선

고 81도2720 판결) 
174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

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

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



 

 

 

 

66 

서 표준은 분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후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판단하

는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참여자가 사전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사

실상 법규에 준하는 행위준칙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제3절 표준이 법적으로 문제된 사례 
 

Ⅰ. WIPI 탑재의무화 
 

2000년초 휴대전화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경쟁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신지소프트 등이 개발한 

순수 국산인 GVM, GNEX 등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했고, KTF는 

퀄컴의 브루(BREW)와 맵(MAP), LG텔레콤은 자바계열의 왑(WAP)을 채

택한 것이다.175 컨텐츠 제공자와 휴대전화 제조사는 중복 투자 및 호환성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플랫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

한 상황을 일종의 시장실패로 파악한 우리 정부는 무선인터넷 플램폼을 

WIPI로 표준화하여 기업의 중복투자 비용을 감소시켜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기존 플랫폼의 사용에 따라 외국기업에 막대한 특허

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에서 공식적으로 표준

화 논의가 진행되어 2002년 WIPI 1.0을 개발하고 TTA단체표준176으로 제

정한 이래에 기술개발이 거듭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WIPI를 단일표준으

로 하여 2005년 4월부터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WIPI 설치한다

는 정책을 계획하였다. 미국 정부는 퀄컴의 입장에 따라 WIPI 의무화는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TBT로 작용하기 때문에 WTO협정에 위반된다며 

통상압력을 가하였다.  

 

 

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175 연합뉴스,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란 ", 

https://www.yna.co.kr/view/AKR20080704182300003 
176 TTAS-KO-06.0036(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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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는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관할 WTO 협정, WIPI 의무

화 정책의 정당성, 표준화 추진 동기, 과도한 무역 제한 조치 여부, 표준화 

과정의 투명성 및 비차별성, 표준 선정 기준 등에 상당한 시각차이가 존

재하였다.177 결국 2004년 4월 한미 통신전문가회의에서 기본규격만 WIPI

로 통일하고 이를 구동하는 엔진은 복수의 모바일 플랫폼을 인정하겠다

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WIPI 온리’ 정책을 통

하여 순수 토종플랫폼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로열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통상압력 하에 현실적인 방법

으로 WIPI 의무 탑재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WIPI 탑재 의무화가 이루어져 2005년 4월부

터 시행되어 그 이후 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에 적용되었다.178 

한편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하여 독자적인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하여 WIPI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모바일용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하여 PC환경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인터

넷 접속 환경이 제공되어 굳이 제한된 환경을 전제로 한 모바일 표준 플

랫폼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WIP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다

양한 앱의 개발과 웹표준화로 인하여 휴대전화의 상호운용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2009년 4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

준이 개정되어 WIPI 의무화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오히려 더 큰 범용

성을 가진 O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폰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

트폰이 국내에 출시되어 경쟁이 가능해졌다.  

 

 
177 안덕근·김민정,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2019), 185. 
178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제54조에 다음과 같이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였다. 

②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이하 "표준규격

"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사업자간에 상호호환 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의 플랫폼이 동 표준규격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표준규격에 적합한 플랫폼을 탑재한 단말기는 다른 플랫폼(다운로드 

받는 것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갱신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모

든 플랫폼이 같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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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I 사례는 국내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라고만 여겨지던 기술표준이 

초기 모바일 인터넷과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시대에서 국제 통상분쟁으로 

나아갔던 대표적인 사례이다.179 

 

Ⅱ.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금지 등 사건 
 

1. 사건의 발단 
 

애플은 2007년 아이팟 터치, 휴대전화 및 인터넷 통신기기를 하나로 합

쳐서 아이폰을 출시하여 혁신을 이루었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유형

의 단말기를 등장·보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애플의 경쟁사들은 추격

자(fast follower) 전략을 사용하여 아이폰과 유사한 외관과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었고, 그중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는 

아이폰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애플은 2011년 4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북캘리포니아 산호세 재판부

180에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디자인이 애플의 고유 

이미지(trade dress)를 침해하였고, 핀치 투 줌, 바운스 백 등의 특허를 침

해하였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1차 제소를 하였다. 이어 2012년 2

월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 데이터 태핑, 데이터 동기화, 밀어서 잠금 해제 

등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2차 제소를 하였으며,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보급한 구글과도 관련이 되는 사건이었다. 

한편 이러한 특허소송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애플이 삼성

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

대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밖에도 여러 나라의 법원 등181

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글로벌 기업 간 분쟁에 관하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179 안덕근·김민정,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2019), 186. 
180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Jose Division 
181  네덜란드(Rechtbank Den Haag), 독일(Landgericht Düsseldorf), 독일(Landgericht 

Mannheim), 미국(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미국(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영국(UK High Court of Justice, Chancery Div., Patents Court), 이탈

리아(Tribunale di Milano), 일본(東京地方裁判所), 프랑스(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호주(Federal Court of Australia, New South Wales Registery, General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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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특허 관련 쟁점 
 

표준특허의 쟁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한 소송 중 삼성전자가 반소

로 제기한 부분에서 다루어졌다.182 FRAND 확약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

해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ETSI의 특

허 정책에 따르면 장차 표준기술로 채택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경우 적

시에 합리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표준화 참여자에게 부과하지만, 삼성전

자는 ETSI에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표준으로 제안한 기술들이 특

허청에 출원 중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2013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법원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시권자인 애플과 성실

히 교섭해야 하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청

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청구를 받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애플 제품에 대하여 수입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183  

 

3. 시사점 
 

이 사건은 디자인 특허의 범위, 특허 소진론, 표준특허 등과 관련하여 

전세계의 여러 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져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일부 쟁점

에 대하여 여러 국가 및 여러 심급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시장이 변화하여 소송 실익이 줄어들

었고,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로 결국 2014년 8월에는 미국 외에서

의 특허소송을 취하하였고, 2018년 6월에는 미국에서의 소송도 취하하여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각국

의 법원에서 증명된 사실관계는 서로 다르더라도, 법리의 내용에는 상당

한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분쟁이 국제화되며 재판실무가 

보편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경향이라 볼 수 있다.184 

 

 
182 애플이 주장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표준특허와 무관하므로 논외로 한

다. 
183 이 결정은 60일 내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는데 2013년 8월 오바마 행정부

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 
184 나지원,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 한계에 관한 연구: FRAND 확약과 권리남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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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경쟁법상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theory)이 원용될 수 있다.185 필수

설비란 전기와 통신, 철도와 도로 등 유무형의 인프라시설을 의미한다. 

특정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그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설비의 신설이 경제

적 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설비의 사용

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필수설비이론이다.186 이는 지배력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표준어 규정 등 헌법소원심판 사건 
 

1. 사건의 경위 
 

표준어 규정187제1부 제1장 제1항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

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구 국어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어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며, 제18조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188 

이 사건 심판대상은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

1부 제1장 제1항(이하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이라 한다), 구 국어기본법 제

14조 제1항 중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부분, 같은 법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

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인 위 구 국어기본법 해당 

 

 
185 특허법 고유의 차원에서도 FRAND 조건에 의한 공평한 라이선스를 보장하는 제

도가 존재한다. 
186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

용행위에 해당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3호) 
187 문교부 고시 제88-2호, “표준어 규정”, (1988. 1. 19.) 
188 구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

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

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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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

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이 청

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이다. 

 

2. 결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표준어 규정 부분은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

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

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 사건 부작위 부분은 지역의 언어는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역어(내지 방언)를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한하여 본안판단이 이루어졌다. 먼저 표

준어의 의의와 기능 및 우리나라의 표준어 성립 역사의 특수성에 대하여 

밝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중국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과 일제 강점 과정을 겪은 우리 언어의 특수

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189 

 

3. 평가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어 사용을 강제하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고 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

용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190 또한 의사소통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 또는 공교육 과정에서 표준어를 선택하여 사용하

 

 
189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 
190 서민정, "‘표준어 규정’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본 표준어 인식의 배경과 한계: 2009

년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코기토 통권 제94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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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방송언어를 원칙적으로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191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된다. 그러나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

이 서울에서 오래 생활을 하여도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대부분 겪

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표준어의 지정으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제약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인 제약

이라 할 수 있을 뿐 법적 효과로서의 기본권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는 헌

법재판소의 설시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넓지 않은 영

토에서 통일신라 이후 중앙집권체제가 대체로 유지되었고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임을 표방했기 때문에 지역별 언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고려될 수는 있다. 만약 다민족 국가였다면 결코 법적 문제가 아닐 수 없

다.192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보다 표준어에 관한 일반론

적 서술에 주목한다. 

“표준어는 지역어(내지 방언)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

기 위해 전국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말로서, 하나의 언어를 국

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언어

인 중앙어를 표준어로 선정한다. 

 

 
19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 
192 스위스 헌법 

제4조 국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로마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21조 민족차지지방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소속 민족자치지방 자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 종류 또는 몇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 

제139조 각 민족 공민은 모두 그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

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을 알지 못하는 소송 관계

자에게 통번역을 해주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서 살거나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마땅히 현지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로 심리를 하고, 기소장ㆍ판결문ㆍ게시문과 그 밖

의 문서는 마땅히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본 고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 종

류 또는 여러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밖에 인도 헌법 제17부 공용어,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제152조 국어, 싱가포르 공화

국 헌법 제153A조 공용어와 국어, 캐나다 1982년 헌법 제16조 공식언어 조항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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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준어는 일반적으로 ① 한 나라를 단일 언어사회로 묶어 국민 

의식을 통일시키고(통일의 기능), ② 다른 언어 종족과 구별하여 종족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독립의 기능), ③ 다양한 방언들 사이에 

어떤 형태가 표준형인지, 또는 어떤 형태가 표준어에 가까운지를 판단하

도록 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등(준거의 기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표준어의 지정 과정(표준화)과 기능을 잘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

어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중앙어로서 시장표

준이 되고, 이것을 국가가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함으로써 법적 표준

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3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표준어의 

기능 중 통일의 기능과 준거의 기능은 언어가 아닌 다른 표준에서도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독립의 기능은 독특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적 표준은 상호운용성이 중요하고, 이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가 

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그대로 외국에

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기업에게도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및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측면에서도 유리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으려다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결과194인지

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한 언어공동체의 표준어는 다른 언어공동체의 언

어와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표준어의 역할 중 독

립의 기능은 민족의 징표가 될 수 있다. 독립의 기능은 언어뿐만 아니라 

예절, 관습, 규범, 통화 등 인문사회적 의미의 표준이 공유하는 특징이라

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적 표준에서 전환비용은 장비 교체와 작동법 숙

지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인문사회적 표준에서는 독립의 기능으로 인하

여 구성원들에 대한 재교육, 문화적 전통 보존 등이 문제되어 인간의 정

신적 활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환비용이 훨씬 크다. 또한 과학기

술적 표준과는 달리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국가가 법적인 표준을 제시하더라도 

수범자가 사용하도록 법적인 강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3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사정이 자의적이지 않고 사정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의문인 

때가 많다. 예컨대 ‘짜장면’의 표준어가 ‘자장면’이 된 이유와 다시 ‘자장면’과 ‘짜장

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타당성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 
194 창세기 제11장 제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

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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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취지로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10가지 종류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

련하여 고시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 고시는 권고에 불과하며 위

반 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한 하급심이 있다.195 

 

Ⅳ. 휴대전화 충전 및 데이터 단자 표준화 
 

과거에는 휴대전화의 외부단자의 규격에 관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데이터 통신, 충전, 주변기기 등과 연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케이블이 난립하였다. 휴대전화 제조사 내지 단말기의 모델에 따라 다양

하여 다른 기종 간에는 충전기가 호환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

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자원낭비가 심각하였다. 사적 표준화 단체인 TTA가 2001년 소위 24핀 규

격196으로 통일하는 표준을 제정하여 TTA 인증을 받은 충전케이블은 휴

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편익이 증가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자는 표준화된 규격을 사용하여 기능 

또는 디자인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나아가 케이블 내지 보조배터리 

등 주변기기 제조업체도 더 이상 개별적인 규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대량 생산을 하여 규모의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197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전화의 단자는 TTA 규격으로 통일되었으나, 글

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국내 표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단자가 표준에서 벗어나 다시 파편화되었다. 

예를 들어 애플은 기존의 아이팟에서 사용하던 30핀을 이용하여 아이폰

을 만들었으며 이후 라이트닝이라 불리는 8핀198을 도입하여 소형화하였

다. 한편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폰 등의 진영에서는 초기에 일부 파

편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USB Micro-B(마이크로 5핀) 규격의 표준을 따

랐으며, 이후 형태와 성능이 개선된 USB-C가 사실상 표준의 지위를 획득

하였다. 2022년 현재 휴대전화 시장은 크게 애플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195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64429 표준계약서고시취소 (확정) 
196 이동전화 단말기의 입출력단자 접속 표준(TTAS.KO-06.0028) 
197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가 소형화, 다기능화되면서 20핀 규격(TTAS.KO-06.0028/R5)

으로 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8 단자의 앞뒤를 똑같이 하여 어느 방향으로 꽂아도 작동하게 설계되어 편의성을 증

가시킨 기술혁신적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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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가 탑재되는 기타 스마트폰으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 

진영은 USB-C를 채택하고 있으며, 아이폰은 라이트닝199을 사용하고 있

다. EU는 이와 같이 애플의 독자적인 규격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과 자

원낭비가 발생한다고 보아, 2024년 가을부터 EU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

든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

자책, 키보드, 마우스, 이어버드 및 네비게이션 장치에 공통적으로 USB-

C를 강제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200 이는 휴대전화 단자에 관하여 

강제력 있는 법적 표준이 생긴 것이다. EU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에 애플

은 이를 수용한 제품을 전세계적으로201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  

 

제4절 사법적 심사에서의 표준 
 

Ⅰ. 법치주의와 사법심사 확대 경향 
 

현대국가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원리는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

의 합법률성 및 사법절차적 보장 등이 기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법치

주의의 주요 요소가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갈

등203이 발생하게 된다. 분쟁해결의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재판과 같이 

제3자가 개입하는 것과 협상, 기피204와 같이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이 

 

 
199 아이폰을 제외한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의 제품에는 이미 USB-C가 도입되었다. 
200 랩탑 컴퓨터는 법 시행 이후 40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USB-type C to become the 

EU's common charger in 2024,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headlines/society/20220413STO27211/usb-
type-c-to-become-the-eu-s-common-charger-in-2024 
201 애플은 아이폰12 부터는 자원낭비와 무선이어폰 보급 차원에서 기본 구성품에서 

이어폰을 제거하여 출시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전자파 규제 관련 법에 따라 스

마트폰 판매 시 이어폰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아이폰12 패키지

에만 예외적으로 유선이어폰(이어팟)이 제공된 바 있다. (ZDNet, "애플, 프랑스에선 '

아이폰12'에 이어폰 준다", https://zdnet.co.kr/view/?no=20201022150907) 
202 미국도 USB-C형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https://www.theverge.com/2022/6/17/23171402/universal-charger-standard-usbc-bernie-
sanders-markey-elizabeth-warren 
203 갈등이 ‘공적인 주장(public assertion)’의 형태로 나타나면 ‘분쟁(dispute)’이 되며, 

분쟁이 ‘법적 쟁점(legal issue)’을 포함하면 ‘법적 분쟁(legal dispute)’이 된다. [양건, 법

사회학(제2판), 아르케 (2004), 288.] 
204 기피는 분쟁이 표출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관계를 제한 또는 단절시킨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headlines/society/20220413STO27211/usb-type-c-to-become-the-eu-s-common-charger-in-2024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headlines/society/20220413STO27211/usb-type-c-to-become-the-eu-s-common-charger-in-2024
https://zdnet.co.kr/view/?no=20201022150907
https://www.theverge.com/2022/6/17/23171402/universal-charger-standard-usbc-bernie-sanders-markey-elizabeth-warren
https://www.theverge.com/2022/6/17/23171402/universal-charger-standard-usbc-bernie-sanders-markey-elizabeth-wa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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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익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제3자의 개입이 없는 방법이 적합

하고, 가치 또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익에 관한 분쟁이 법규범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대립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재판의 대상이 된다. 

재판은 사인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중

립성과 독립성에 의해 공정성을 보장받는 사법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침

해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제도를 이

용하여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의 핵심적 부분

인 재판청구권으로 보장된다. 재판청구권은 사법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기본권이므로 입법자에게는 사법제도를 구성하여야 할 헌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사법제도의 내용에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이어야 한다. 재판은 관계 기관의 호의적인 검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하여 권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본권보

호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

한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

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205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수단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는 단순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구제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의

미는 공정한 재판,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 재판절차의 공정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6  

한편, 고도의 자율성과 자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단체의 내부적인 분쟁

에 관하여는 소위 부분사회론이라고 하여 전통적으로 사법자제(judicial 

 

 

다는 점에서 단순히 참아내는 것과 구별된다.  
205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

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

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06 장영수, 헌법학(제4판), 홍문사 (2009),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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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straint)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부분사회에는 일반적인 사회와는 달

리 특수한 질서가 형성되므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더라

도 사법(司法)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부분사회의 예로서 의회

207, 정당208, 노동조합209, 대학210, 종교단체211, 각종 협회21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관념이 확대되면서 부분사회론의 의미

가 축소되고 있다. 국회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소위 ‘날치기’ 안

건통과, 종교단체의 내부적 징계나 자격심사 등,213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자 추천 등의 문제에 관하여 사법부가 그 실질적 법률관계를 심사하는 것

이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214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원수

인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까지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자리잡

게 되었다. 

한편, 표준은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과 친

하지 않아 사법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위원회의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이드

라인이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호응을 상정한 것이고 은행들에 행정상ㆍ

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15 법적 표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207 의회의 자율권 존중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같이 권력분립의 원리로도 설명이 가

능하다.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

다는 헌법 제64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는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헌법재판소 2022. 6. 3. 

선고 2022헌사448 결정. 
208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 
209 헌법 제33조 집단적 단결권 
210 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의 자율성 
211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미국 판례의 성직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원칙 
212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 
213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

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사랑의 교회 사건). 
214 스포츠의 영역에도 법적인 규제와 사법심사가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스포츠 규

제와 국가관에 관한 연구로, 성봉근·손진상,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409. 
2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

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

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



 

 

 

 

78 

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가이드라인에 관한 판단에 준하여 공권력의 행

사가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표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216 시장표준은 시장논리에 의하여 선

택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217  

표준이 현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표준의 영역은 주

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어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부

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표준을 법적 영역으로 고

양시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모색한다. 

 

Ⅱ. 표준의 경쟁제한적 속성 
 

시장지배적 사업자218는 일정한 시장에서 가격, 판매량, 공급량 기타의 

거래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거래

조건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력(market power)

 

 

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

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 권고(勸告), 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행위

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行政指導)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

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

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

사ㆍ관여정도 및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 발동 가

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

단한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헌마1384 등 결정) 
216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며,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

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217 소수자(minority)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2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

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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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단할 때에는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장점

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다.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은 대부분 공급독점과 관련한 상황에서 문

제가 되지만 수요독점(monopsony)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219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

조와 시행령 제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표준은 남용행위의 위법성을 판단

할 때에 상품이나 용역의 대체가능성, 다양성, 혁신 저해, 봉쇄 효과 등의 

해석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표준기술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에 대

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사용료도 감액해주는 등으

로 구매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구매전환을 제한ㆍ차단하는 경

우에 경쟁사업자의 시장기회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 남용행위는 공적ㆍ

사적 표준 외에 시장 표준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220 

사실상 표준은 사업자들의 집단행위(collective action)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호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형식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221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

정적 구제조치(법 제14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법 제129조) 등

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

구(법 제109조)222, 사전적 금지청구(법 제108조), 사법적 효력 부인(법 제

40조 제4항)223 등이 가능하다. 

 

 
219 서울신문, "테슬라·‘원통형’ 채택에… K배터리 ‘빅3’ 희비 갈렸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8020010 
220 아이폰은 애플의 독특한 생태계에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이 시장 표준적인 지위에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윈도우폰의 OS나 앱 개발의 유인이 감소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다. 
221 대우건설이 다른 건설회사와 함께 사천시청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정별로 특정공

법 및 설비 중 55개 항목을 기본설계에서 제외 또는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

본설계도서 작성상의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

이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품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

래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137 

판결) 
222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80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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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과 관습과 사적 표준 
 

사적 표준은 민사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계약 또는 관습을 통하여 법

리구성이 가능하다.  

표준화기구를 통해 정해지는 표준은 참여자 사이의 일종의 약정에 해

당하며,224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것인 

지, 특정 표준을 수용해 활용할 것인지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

다.(계약 자유의 원칙) 표준화기구의 성립은 계약 또는 합동행위가 될 것

이며,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들은 표준의 제정 및 활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미리 정해둔 표준화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드물겠으나 표준화 원칙 규정 자체가 공정성에 위반된다면 그 원칙 자체

도 민법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화될 수도 있다. 

표준은 반복되는 행위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관습225에 해당한다고 

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사무용 프린터용지’에 관한 매매계

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4 규격에 따른 용지를 지칭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수인이 사용하는 프린터가 B5 용지 인쇄

를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A4 용지에 인쇄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가지고 있었던 내심의 이사와는 다르

더라도 표준이 관습의 지위를 얻어 계약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

다.226 관습법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경합적으로 관할

 

 

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입증책임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전환되어있다. 
223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224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848. 
225 일반적으로 법적 확신(opinio juris sive necessitates)의 유무에 따라 관습법(민법 제1

조)과 사실인 관습(민법 제106조)을 구별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통칭하여 관습

이라 한다. 
226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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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는 것이 판례이므로,227 표준이 관습법으로서 효력 유무가 쟁점

이 되는 경우에 양 사법기관에서 심사 가능하다. 

 

Ⅳ. 공법상 쟁송에서의 법적 표준 
 

법적 표준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어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공법상 

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제수

단에 의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법적 표준

이 공법적으로 어떠한 행정형식에 해당하는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표준을 예로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228 이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산업표준의 적

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229 통지행위의 일종에 불

과한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것도 있고, 행정청 내부에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도 있을 

것이며, 개별적·구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

다고 보는 복잡한 행정법상의 논의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표준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소송물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소송절차를 택

하여 다투어야 한다. 

한편, 민간230의 지위에 있는 표준화기구, 법정 단체 등의 행위와 관련

하여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공법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231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227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등 
228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제2항 
229 산업표준화법 제11조 
230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

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 
231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의 기술영역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

와 발전에 민감한 민간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규제나 법제도가 

과잉적이거나 고정화되는 경우에는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기

술에 관련된 규범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

는 특성이 있다. [백옥선, "사적규범의 입법적 활용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제36

호 (2021), 38.] 



 

 

 

 

82 

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고,232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233 이러한 협력기

관 내지 인증기관은 표준과 관련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

가배상의 대상이 된다.234 그밖에 형식적으로는 사인 간에 형성한 사실적 

표준의 경우에도 국가가 행정지도 내지 사실행위 등으로 개입하게 된다

면 이를 근거로 공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235 각종 법률을 통해 정

부가 표준화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회계에 관한 승인 및 

보고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표준화 과정에서 적법절차원칙 
 

표준의 제정은 여러 단계의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 국가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회의에 관

한 절차의 준수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

는 표준화 단체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와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회의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기본원칙으로

는 토론자유의 원칙, 평등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을 들 수 있다.236 

회의는 집단지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서로 지식과 

경험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토론의 자유가 최대

한 보장되어야 한다. 안건의 제출, 질의응답, 찬반의 의견 표명, 표결권 행

사 등이 그 내용이 된다. 

 

 
232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3항 
233 산업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23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35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와 언론발표 

지시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 협력

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권고ㆍ조언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고, 이와 같은 공권력의 개입은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순응하여 

제3자 인수식의 국제그룹 해체라는 결과를 사실상 실현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사법인인 주거래 은행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는 될 수 없더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의 힘으로 재벌기업의 해체라는 사태변

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1993. 7. 28. 결정 89헌마31 등 참고. 
236 김교창, 표준회의진행법, 법률신문사 (200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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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구성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평등의 원

칙이다. 표준화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1인 1의결권, 1기관 1의결권, 1국가 

1의결권 등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237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단

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

후보할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회의의 구성원의 의사가 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다수의 지

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단체의 의사가 되기 위하여

는 사전에 설정한 의사정족수(성립요건)238와 의결정족수(결의요건)239을 

두어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표준화기구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표준화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

서 표준화 참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최적

의 기술을 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상 힘의 논리에 

의하여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 절차와 같

은 수준의 엄격한 차원은 아니더라도 숙의과정에 요구되는 토론과 심의

의 절차가 형해화되었다면 표준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

다.(deliberative democracy: 숙의민주주의) 표결 절차에서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의 규정과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면 적법절차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Ⅵ. 소결론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표준의 제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경

우에 재판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 판례

에 의하면 표준의 사용이 강제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 제재가 없다면, 표

준으로 인하여 권리의무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쟁송성을 부정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사실상의 영향력

이 막대하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는 표준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로 인하여 표준의 이해당사

 

 
237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지만(민법 제73조 제1항), 주식회사

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는 것(상법 제369조 제1항)과 같이 단체의 특성에 따라 

의결권 부여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238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재적 과반수가 의사정족수이다. 
239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출석 과반수가 의결정족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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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과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240 

 

 

 
240 갈등의 해결의 방법으로 강제적 해소보다는 타협과 합의를 거친 조정을 강조하는 

견해로, 정병기, "표준칼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기술표준 Vol.98, 기술

표준원,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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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례를 통한 규제적 표준 검토 
 

 

제1절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의 내용과 구현 
 

Ⅰ.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도입 배경 
 

1. 피드백의 필요성 

 

더 이상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는 촬영 순

간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찰칵’하는 촬영음이 발생한다. 카메라에 부속되

는 기계식 셔터, 미러, 플래시241등의 장치에서 물리적인 움직임이 수반되

기 때문이다. 촬영음을 피드백(feedback)으로 삼아 부동자세로 촬영을 기

다리던 피사체는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여 활동성을 회복하게 된

다. 이와 달리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242로 촬영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

메라에 물리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촬영이 이루어지더라도 발

생하는 소리 신호가 없다. 그래서 촬영자 또는 피사체에게 촬영이 이루어

졌음을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필름 카메라의 촬영음 등을 모방

한 음원을 스피커로 재생하는 방식의 피드백 기능을 인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에 탑재하게 되는 것이다.243 

 

2. 경고적 기능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가 소형화되어 보급되면서 상대방의 동의

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타인

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발

생하게 되었다. 이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

·선박·항공기 등에 카메라·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

 

 
241 마그네슘, 제논, LED 등 광원에 따라 소음의 형태와 세기가 다르다. 
242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속칭 ‘똑딱이’)와 달리 전문적 카메라는 촬영시 촬영음은 발

생한다. DSLR 카메라는 미러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며, 미러리스 카메라도 기계식 셔

터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243 리처드 탈러·캐스 선스타인(안진환 역),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더스

북 (2018), 148. 



 

 

 

 

86 

하도록 함으로써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244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

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새

로운 유형의 범죄를 규정하여 처벌하는 내용이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

였다.245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246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러한 행위

의 미수범 처벌규정과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이다.247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고, 관련되는 범죄의 유형이 새로 

추가되는 등의 일부 변화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

용의 처벌규정이 유지되고 있다.248 

한편, 2000년을 전후하여 디지털 휴대전화가 소형화되어 널리 보급되

면서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하나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TV, 음악 감상, 

동영상 시청, 사진 촬영 등 여러 기능이 부가되었다. 개인이 언제나 소지

할 수 있는 전자기기인 휴대전화는 단지 이동식 음성 수발신 기능만을 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융합된 장치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디

지털 컨버전스 현상) 

 

 

 
244 개정문의 원문 그대로를 따라 ‘몰래카메라’라고 하였으나,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

게 침해하는 촬영과는 달리,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가벼운 장난 정도라는 인식하에 오

랜기간 사용되는 ‘몰래카메라’의 용례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불법촬영’이

라 한다. 
2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

된 것)의 개정문 
246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

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

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와 기준이 변화하는 중이

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 
2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

된 것)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

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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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부터 차례로, 

① 세계 최초로 카메라를 내장한 CDMA 휴대폰인 삼성의 SCH-V200(2000년), 

② 착탈식 회전형 카메라를 연결하여 사진을 찍고 이를 다른 휴대전화로 전송을 

할 수 있었던 SK텔레텍의 IM-3100(2001년),249 

③ 세계 최초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던 삼성 SCH-V300(2002년).250 

진보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기업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

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경 정부는 카메라폰

의 오·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추진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사용금지, 셔터음 발생, LED 발광 등의 사전적 규제방안과 몰래 

촬영된 사진 등 정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였다.251 

이 무렵에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위 사전적 규제방안 중 당시 기술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였던 셔터음 발생 또는 LED 발광이 휴대전화 제조사

별로 자율적으로 도입되었다. 소음과 불빛을 통해 불법촬영의 적발가능

성을 높임으로써 이성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

여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opportunity theory; 

기회이론)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통합하는 기술혁신이 불법촬영의 기회

를 비의도적으로 창출 내지 증가시켰고, 이러한 범죄기회를 의도적으로 

 

 
249 https://news.sktelecom.com/56657 
250 https://news.samsung.com/kr/삼성전자-45년-제품-혁신의-역사를-돌아보다-1편 
251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카메라폰 사용자의 권익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방지, 카메라폰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골고루 충족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신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C-0308-000008 

https://news.sktelecom.com/56657
https://news.samsung.com/kr/삼성전자-45년-제품-혁신의-역사를-돌아보다-1편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C-0308-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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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촬영음과 강제 발광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촬영음을 강

제로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촬영을 자제하게 만드는 것은 은근한 선택

유도인 ‘넛지(nudge)’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시 강제 촬영음 내지 강제 발광이 2004년 7월 1

일부터 출시되는 휴대전화에 적용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전화는 이 표준을 

준수하여 제작되고 있다. 두 가지 방식 중 촬영음 발생 강제 방식이 시장

에서 주류적인 지위(시장 표준)를 차지하게 되었다. LED 발광 강제 방식

은 조명이 사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셔터음 발생 강제 방식은 촬영 당시 소

음이 발생할 뿐 사진 자체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 

 

촬영음 발생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강제로 플래시를 발생시켰던 IM-

7100(2003년 12월 출시). 252  고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렌즈와 인접한 플래시의 발광이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LED에서 발생한 빛이 

촬영물에 구조적으로 간섭하게 되어 사진의 모서리 부분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비네팅 현상 등 사진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52 팬택 SKY IM-7100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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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강제 촬영음 내지 강제발광이 논의가 되

던 초기에는, 휴대폰산업협의회253는 “카메라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진촬영 때 신호음을 내거나 빛을 내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추진

방안에 반대한다”고 하였다.254 그러나 이후에는 입장을 바꾸어 업계가 자

발적으로(?) TTA를 통하여 강제 촬영음 표준을 설정하고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휴대전화를 제조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

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255 강제 촬영음이 도입될 무렵부터의 

타임라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주체 명칭 비고 

2003. 

8. 26. 

~ 9.30. 

행정안전부 카메라폰 오·남용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듣습

니다. 

인터넷 공청회 

2003. 

08. 27. 

정보통신부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 

공청회 

 

2003. 

11. 11. 

정보통신부 카메라 폰 사용 규제방안 규제 형식과 내용을 알

기 어려움256 

2004. 

5. 20.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카메라폰 촬영음 표준 

(TTAS.KO-06.0063) 

정보통신단체표준 

2004년 7월 1일 신규

출시 출고 기준 카메라

기능 내장 휴대전화부터 

적용 

2011. 

6. 20. 

방송통신 

표준심의회 

카메라폰 촬영음의 크기 

(KS X 3090: 2011) 

KCS.KO-06.0063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표준

인데 분류체계의 변경에 

따라 사후적으로 수정된 

 

 
253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로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등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모임이다. 
254 경향신문, "카메라폰 사용 규제 논란",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

general/article/200307091824201 
255 당시 TTA 표준 제정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법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

었기 때문에 업계가 정부와 협력한 것이라고 한다. 
2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함께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핸드폰의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규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

로서, 우리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

원회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

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지하였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0307091824201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03070918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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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 

2011. 

6. 27. 

방송통신 

위원회 

카메라 폰 촬영음의 크기 

(KCS.KO-06.0063) 

방송통신표준 

TTA 표준의 내용이 국

가표준으로 제정됨 

2013. 

3. 28.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TTAK.KO-06.0063/R1) 

정보통신단체표준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한 

개정 

2017. 

12. 27. 

국립전파 

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18호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No. 170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

18조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표준 고시 

(관보 제19161호) 

2021. 

12. 31. 

국립전파 

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8호 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No. 72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고

시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규제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부 2003. 11. 11. 카메라 폰 사용 규제방안 발표(2003 개인정보

보호 핫이슈 06)257 

정보통신부는 최근 카메라 폰의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카

메라 폰 촬영음이 강제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2004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카메라 폰은 촬영시 반드시 65데시벨

(db) 이상의 촬영음을 내야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매너모드에서도 이를 

강제적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제작된다. 

그러나 기존의 카메라 폰에 대해서는 이 규제방안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논의가 되었던 강제발광 방안은 기술적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

는 등 국산 카메라 폰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방

안에서 제외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또 수영장, 목욕탕 등 공중시설 내에서 카메라 폰 휴대를 금

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 카메라 폰으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을 정보

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적극 단속하여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토록 했다. 

 

 

 
25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 진한도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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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표준문서 
 

1. 문서의 종류 
 

위 타임라인에서 보듯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관련한 국내 표준문서는 

4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체표준인 TTA 표준으로서 2004년 5월 20일 최초 제정된 ‘카메라폰 

촬영음 표준(TTAS.KO-06.0063)’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표준화 추진에 따라 위 TTA표

준을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으로 채택하여 

2011년 6월 27일 ‘카메라 폰 촬영음의 크기(KCS.KO-06.0063)’라는 국가

표준을 제정하였다. 

2015년 7월 29일부로 ‘범부처형 국가표준제도’ 가 시행되고, 그동안 분

리되어 운영되어온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과 한국

방송통신표준(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KCS)이 국가표준(Korean 

Standards, KS)으로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KS 표준작성 방식258에 맞추어 

KS표준으로서 ‘카메라 폰 촬영음의 크기(KS X 3090)’259라는 표준을 제정

하였다. 260 

 

 
258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

항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

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할 것 
259 참고로 이 표준문서는 제정된 이후에도 5년 단위로 국가표준 적부확인을 거쳐 고

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가 있다. 이 표준은 특별히 인용하는 표준문서가 

없기 때문에 문서의 ‘2 인용규격’ 부분에는 인용규격이 없다는 취지를 밝혔어야 하나 

엉뚱하게도 무선랜과 관련한 표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표준문서 

작업을 하면서 잘못 복사된 부분으로 보인다. 오류의 내용은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

만 여러 차례에 걸친 적부확인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국가표준에 

관한 업무에서 무사안일주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60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조 제3호가 2015. 8. 13. 다음과 같이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7호로 일부개정되었다. 

(개정 전)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은 영문으로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또

는 약어로 "KCS"라 표기한다.  

(개정 후)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은 영문으로 "Korean Standard" 또는 약어로 "KS"

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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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내장한 기

본앱이 아니라 소위 서드파티가 제작한 카메라 앱이 등장하였다. 서드파

티 카메라 앱 중에서는 촬영대기 시 프리뷰(미리보기) 상태일 때에는 촬

영음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프리뷰+화면캡처’ 방식 등으로 우회한 무음촬

영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261 이러한 서드파티 카메라 앱에도 강제 촬영

음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8일 기존 TTA 표준을 개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TTAK.KO-06.0063/R1)’이 있다.262 

 

2. 문서의 내용 

 

4종의 표준 문서는 최초의 표준 문서인 TTAS.KO-06.0063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강제 촬영음의 공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263 

① 에티켓 모드(매너 모드)에서도 촬영 시 60 dBA에서 68 dBA 사이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 되어야 한다. 

② 동영상 촬영 시에는 60 dBA에서 68 dBA 사이의 촬영음이 시작과 끝

에 강제로 발생되어야 한다. 

③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내장한 이동전화의 촬영음은 촬

영 중임을 알 수 있는 종류의 소리, 이를테면 ‘찰칵’, ‘하나·둘·셋’ 등이

어야 한다. 

④ 단, 피사체가 인식할 수 있는 플래시 등 강제 발광을 하는 카메라 폰 

및 화상 통화 시에 대 해서는 촬영음 규격 적용을 예외로 한다. 

⑤ 본 요구 조건은 2004년 7월 1일 신규 출시 출고 기준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 촬영 기능 내장 이동전화 단말기부터 적용한다. 

 

 
261 그밖에도 무음촬영앱 동작의 구현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촬

영 순간에 스피커 사용을 무력화하거나 촬영음의 음원을 삭제하거나 무음파일로 대

체하면 촬영음을 내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 
262 ‘미리보기 동작 시’에도 특정음을 재생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의 파일 저장 시’에도 

촬영음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무음 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증강 

현실 등 다양한 순기능 앱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내용

으로 개정한 것이다. 
263 표준에 포함된 소리 측정 방법과 조건의 내용도 거의 동일하며, 순수하게 기술적

인 내용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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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외 스마트 폰 무음 앱 등을 이용한 도촬(도둑 촬영)과 같은 불법적

인 사용을 제약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으로 부속서 A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264 

부 속 서 A 

스마트 폰 무음 앱 등을 이용한 도촬(도둑 촬영)과 같은 불법적인 사용을 

제약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A1. 휴대폰 무음 모드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카메라 프리뷰(미리 보기) 

동작 시에 다음과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 항상 피사체가 인식할 수 있는 60 dBA에서 68 dBA 사이의 특정

음을 재생 (프리뷰 동작 시작 시점) 

⚫ 60 dBA에서 68 dBA 사이의 촬영음을 주기적으로 재생 (프리뷰 

동작 시작 후 지연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사용하는 경우) 

⚫ 화면 캡쳐 시 60 dBA에서 68 dBA 사이의 촬영음을 재생 (프리뷰 

동작 시작 후 화면 캡쳐를 통한 실질적인 촬영 유사 행위 발생 

시) 

A2. 카메라 센서가 동작하는 상태에서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확장자

(JPEG, MPEG 등) 타입의 파일 저장 시 촬영음 재생 

A3. 카메라 프리뷰(미리보기) 실행 시, 카메라 동작 확인용 LED가 점등 

A4. 카메라 프리뷰(미리보기) 실행 시, 주기적으로 카메라 플래시 동작 

※ 상기 방안의 적용 시에 증강 현실 프로그램 등 명시적으로 카메라 촬

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촬영음 및 특정음을 재생하지 않을 수 있다. 

※ 프리뷰 동작 시는 카메라 센서에서 프레임 데이터 전송(생성) 시를 의

미한다. 

 

3. 문서의 법적 성질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은 국가 안보상 요구, 기

만적 행위의 방지,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제력이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인 기술

 

 
264 ⑥의 내용은 TTAK.KO-06.0063/R1에만 2013. 3. 28. 개정된 추가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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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또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업계의 자율적 선택 사항인 

표준(Standard)을 구분한다265. 

TTA의 단체표준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일정한 영향력 하에 제정되더라

도 제정의 주체, 절차 및 형식 등에 의하여 볼 때 후자인 표준의 성격에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단체표준은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공동이익을 추구

하거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표준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

서 전자인 기술기준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표준이 법령 수준의 강

제력을 갖지는 않더라도 국가표준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KS표시인증 제

도’ 및 이에 인증을 획득한 KS표시품의 ‘우선 구매제도’ 등을 통한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다.266 

한편 위 표준들은 전파법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법규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방송통신기

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여러 기준에 따라 적합

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등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TTA표준 

또는 국가표준은 적합성평가의 기준 중의 하나인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

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

준이나 표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267 그러므로 관념적으로는 기술

기준과 표준이 구별되나, 실제로는 동일한 대상이 두 가지 성격을 겸유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휴대폰 강제 촬영음 관련 표준들도 어느 하나의 

성격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Ⅲ. 표준의 구현 방식 
 

1. 유통 채널 차별화 방식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을 강제로 발생하게 하는 표준은 국제표준이 아

니라 2004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265 WTO/TBT 2.2 
26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한국산업표준 준수의 의무가 있

다.(산업표준화법 제24조) 
267 휴대전화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

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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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일반휴대폰268

은 무선 통신 방식과 키패드에 각인되는 문자 입력 방식 등에 따라 국가

별로 다른 모델로 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국내용 휴대폰에

만 강제 촬영음 기능을 넣어 출시하였다. 현재에도 아이폰은 같은 모델이

더라도 국가에 따라 일부 기능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출시하는 아이폰에는 다른 국가와 달리 무음촬영 기능이 없다.269 

 

2. 기지국 활용한 국가별 적용방식 

 

모바일 운영체제인 Android는 오픈 소스이므로 인터넷 상에 모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Android Open Source Project). 이 특징을 이용하여 

강제 촬영음이 적용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소스 코드를 탐색 중 강

제 촬영음과 관련되어 보이는 이진법적 부울 변수(Boolean variable)인 

‘config_camera_sound_forced’를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 검색 사이트270에

서 검색을 하면 총 7건의 결과가 등장한다. 이 검색 결과에 따라 파일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68 스마트폰이 개발·보급되기 이전에 단순 음성통화 외에도 사진 촬영, 음악 재생 

등 제조사가 사전에 탑재한 일부 특징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feature phone’이라고 불린다. 
269 iPhone 카메라에서 셔터 음량 조절하기,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6cfaf98b6/ios 
270 Android Code Search, https://cs.android.com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6cfaf98b6/ios
https://cs.andro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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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촬영음에 관한 변수인 ‘config_camera_sound_forced’ 검색 결과 

이 검색 결과 중 첫번째로 등장하는 AudioService.java 파일을 분석해보

면, ‘config_camera_sound_forced’값이 true인 경우, 벨소리 모드가 아니더

라도 촬영음을 강제로 발생시키고, 셔터음 설정에 관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들어있다. 이 값이 true인지 false

인지는 아래의 config.xml 파일들에서 결정을 한다. 

두번째 검색 결과인 config.xml 파일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기본

적으로 ‘config_camera_sound_forced’값은 false라고 정한다. 원칙적으로 

촬영음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세번째부터 여섯번째까지의 검색 결과인 config.xml 파일의 분석을 통

하여 ‘config_camera_sound_forced’값이 true가 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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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파일들의 경로 중 마지막 부분에 mcc404, mcc405, mcc450, 

mcc440과 같은 값이 존재한다. MCC(Mobile Country Code)는 ITU에서 부

여한 모바일 국가 코드이다.271 404, 405는 인도에서 사용되는 MCC이며, 

440은 일본, 450은 대한민국에 해당한다. 각 국가별 설정으로서 안드로이

드OS를 내장한 스마트폰이 일본, 대한민국, 인도의 통신사에 연결이 되

어있다면 ‘config_camera_sound_forced’의 값을 true라고 정한다. 즉, 일본, 

대한민국, 인도에서는 촬영음이 강제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일곱번째 파일은 사용되는 변수의 목록 파일로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카메라 앱에

서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진동 또는 무음 모드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만약 그 스마트폰이 일

본, 대한민국, 인도의 통신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설정과 

무관하게 촬영음을 강제로 발생시킨다. 

물론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커널을 변형하고 그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현재 출시

되는 모든 안드로이드폰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제 촬영음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에는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제2절 형식적ㆍ절차적 문제 
 

Ⅰ. 법률에 의한 수권 여부 
 

 

 
271 ITU-T Recommendation E.212, https://www.itu.int/rec/T-REC-E.212 

이 코드는 전세계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이동통신 가입자 식별용으로 사용되는 15자

리 이하의 고유식별자인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의 최초 3자리를 

구성하는 숫자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01091465451 번호로 SK텔레콤 통신사

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IMSI는 450051091465451가 된다. 

MCC(모바일 국가 코드) 450 대한민국 

MNC(모바일 네트워크 코드) 05 SK Telecom 

MSIN(모바일 가입자 식별 번호) 1091465451 

IMSI는 가입자를 식별한다는 점에서, 단말기를 식별하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와 구별된다. 

https://www.itu.int/rec/T-REC-E.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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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률272의 형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이다.(법

률유보의 원칙)27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촬영음 제도는 법률상 명시적 

인 제도는 아니며, 단지 표준의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무음

촬영이 불법촬영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

를 신속하게 제한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강제 촬영음 발생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 촬영음에 관한 국가표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하여 표준

화가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강제 촬영음이 방송통신표준의 제정 대상인

지 여부는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

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방송통신’이란 유선

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

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

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

신을 포함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1호) 한편 휴대전화에 부착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여 그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272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인정될 수는 있다. 국가긴급권에 의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

지는 명령도 마찬가지이다. 
273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

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

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

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

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그런데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

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

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

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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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디바이스 내에서 전자적인 처리만 이루어질 뿐이며 방송 내지 통신

에 포섭되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274 사진 또는 영상이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른 디바이스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

한 규제는 방송통신표준이 아니라, 법률상의 명시적 규제제도인 전기통

신사업법상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275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276 등에 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제 촬영음은 공권력이 아닌 사인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

이 필요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 ‘사적단체’인 TTA에 의하여 강제 촬영음 

표준이 제정된 것이며, ‘사인’인 휴대전화 제조사는 ‘자율적으로’ 표준을 

준수하여 제작한 것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한 행위는 ‘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공권력의 개입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사인만의 행위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먼저 표준의 제정 단계에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 촬영음 제도는 TTA에 의하여 일종의 사적표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TTA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볼 수는 없다. TTA는 체신부 

주관으로 전기통신공사, 데이타통신, 공중통신사업자와 금성반도체, 삼

성전자, 대우통신을 비롯한 통신관련업체 및 전자통신연구소(ETRI)가 50

억원의 자금을 출연을 하여 재단법인(민법 제32조)의 형태로 설립된 것이

다. 이후 국내유일의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왔

으며, 1995년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되었으며,277 

 

 
274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수신하는 것에 수반하는 활동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27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27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277 전기통신기본법(1995. 1. 5. 법률 제490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한국통신기술협회) ①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체신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

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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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설립 및 운영근거가 있다.278 즉, TTA의 설

립과 운영에 정부가 출연을 하고,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

의 개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것이다. 

TTA의 설립과 운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강제 촬영음 제도의 설정

과 관련하여도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관

치표준) 강제 촬영음 제도는 휴대전화 사용자 내지 제조업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규제업무에 해당한다. 국가의 역할인 규제업무를 민

간에 위탁한 것이다. 민간위탁(사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수탁279)은 국가적 

사무를 조직법상 독립적으로 처리시키기 위하여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이다. 이를 일종의 자율규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 정부 고유

의 기능인 규제권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의 면에서는 통상 정부가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부담하게 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80 

국가가 혼자서 모든 업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협조하에 일

정부분의 공공행정업무를 사회적 책임으로 넘겨주고 그들에게 자율성을 

확보해 준다는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TTA표준을 민간표준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가의 개입이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27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

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9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자세한 연구로,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공무

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0). 
280 법제처 연구 보고, "법정민간단체 정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2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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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촬영음 표준은 이를 갖추지 못

한 문제점이 있다. 

 

Ⅱ. 규제 수단의 형평성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을 제한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단지 촬

영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촬영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은 영업 비밀 

내지 군사 기밀 등 보안의 영역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보안스티커(void label)를 렌즈에 부착하여 그 스티커의 물리적 훼

손여부로 촬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에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앱을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다.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외선

을 이용하여 렌즈를 탐지하거나 카메라에서 방출하는 전파를 탐지하여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촬영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규제 대

상과 수단의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大(동영상)는 小(사진)를 포함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생각해봐도 형평

에 맞지 않아 부당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연한 기회를 

노려 불법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굳이 순간을 포착하여 스틸 이미지를 

촬영하여 소리를 내는 것은 치밀한 불법촬영자가 아니다. 조금만 더 계산

적인 불법촬영자라면 미리 동영상 녹화를 켜둔 상태로 거리를 활보할 것

이다. 이 경우 영상 촬영의 처음과 끝에 촬영음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아무런 제한없이 휴대전화로 주변 상황을 녹화할 수 있고, 그 중 일

부 정지화면을 추출하여 스틸 이미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감염병 상황을 경험하면서 스마트기기, 노트북 또는 PC 등에 의

한 화상회의 또는 원격수업이 빠르게 일상화되었다. 이 경우에 촬영음을 

경험한 적은 없을 것이다.281 이와 같은 화상통화 등의 기능을 응용한다면 

촬영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격지에서 불법촬영물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281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화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ecording in progress 등의 알림음성이 참여자들에게 들린다. 동의없는 녹음이 금지되

는 미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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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불법촬영이 가능하다. 즉, 촬영지 현장에 있는 디바이스에 사진 

또는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촬영음이 발생하고, 원격에 있는 디바이

스에 저장하면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는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282 만

약 미래에 안경 형태의 스마트 글라스가 상용화된다면 불법촬영의 위험

은 훨씬 커진다.283 평상시에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하여 일상 생활을 동영

상으로 기록하는 ‘브이로그’의 촬영활동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하는 매 순간 강제로 지속적인 촬영음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외에도 카메라는 

여러 디바이스에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가 아닌 디바이스

에 의한 불법촬영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Ⅲ.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재산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한계

가 있다면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상 대원칙이다.284 법률에 의하

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규범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다. 다만 모든 국민이 법률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대표자가 국민 전체 이익

을 대표하지 않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는 주로 대

표자의 임기제한과 그에 따른 주기적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통제하거

나 그밖에 여론, 집회 및 시위 등의 의사표시, 탄핵과 같은 사법절차, 국민

소환제도285, 청원권의 행사286 등을 통하여도 해결될 수 있다. 

 

 
282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국

회에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변

형카메라의 정의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된다.  
283 중앙일보, "스마트폰 다음은 스마트 글라스? 도촬 논란이 변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992 
284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285 현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국민소환제도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지방자치법 제25조, 주

민소환에 관한 법률) 
286 2017년 8월 19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소수

자·동물권·안전·환경 등 분야에 일부 긍정적인 기여는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엄

벌주의적 선전선동,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대통령의 일반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992


 

 

 

 

103 

한편 법률이 아니라 표준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

우에는 오히려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

여 무음촬영을 원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강제 촬영음 표준의 제정 및 

적용에 관하여 실효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 사용

자가 스스로 무음촬영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조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개

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사용자가 휴대전화 제조사에 

무음촬영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출시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 요청에 응하기 어렵

다. 한편 사용자가 표준화기구에 표준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령 

TTA 국민편익 표준제안287)에도 표준 준수의 자율성을 운운하거나 묵묵

부답하는 경우에는 별 다른 수단이 없다. 즉, 정작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

영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사적 표준화기구가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규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제점이 

있다.  

 

Ⅳ. 다른 규제 사례와의 비교 
 

1. 좌석안전띠 경고음 및 저소음차량의 가상엔진음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적인 소유물에 강제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다른 사례로는 좌석안전띠 규제와 가상엔진음을 들 수 있다. 이

것도 간단한 방식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인간에게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

므로 넛지에 해당한다.288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과 저소음차량의 가상엔

진음은 주로 타인에게 촬영사실을 알려준다는 목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권한을 초월하는 내용의 청원 등 부적절한 게시글이 지나치게 많아 민주주의에 필요

한 숙의과정은 오히려 배제되었고, 자의적 비공개처리, 선택적 답변 등 정부의 대응

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청원권 행사는 청원의 내용을 만

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 제26조 제2항의 (형식적) 심사의무만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 절차는 아니다. 
287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표준 폐지, 
https://committee.tta.or.kr/main/standard_proposal_view.jsp?pk_num=40 
288 리처드 탈러·캐스 선스타인(이경식 옮김), 넛지: 파이널 에디션, 리더스북 (2022), 

170. 

https://committee.tta.or.kr/main/standard_proposal_view.jsp?pk_nu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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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은 타인이 아닌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있다.289

이러한 의무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헌

법재판소에 의하면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과 소액의 범칙금

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한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본다.290 이러

한 규범적 판단에 근거하여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

은 탑승자가 있는 경우 경고기능이 존재하며, 이 규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291 단속의 실효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경

고음 발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고음 차단장치(클립 또는 소프트웨어 변

작)의 실태도 조사된 바 있고,292 이를 토대로 경고음 차단장치의 제작 및 

유통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활동도 진행 중이다. 강

제 촬영음은 안전띠 경고음과 마찬가지로 소음을 이용한 넛지라는 공통

점이 있지만, 그 법적 근거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동력의 가장 보편적 원천인 화석연료가 발생시키

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고갈 우려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매

 

 
289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

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

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0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29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

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

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

등) ④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

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

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92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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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293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연료

의 폭발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행 시에도 배기

음이 발생하지 않아 소음이 적다. 이는 조용한 주행환경을 누릴 수 있다

는 장점이 되지만,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거나 이어폰

을 끼고 걷는 사람들에겐 저소음자동차가 큰 위협이 되며, 특히 시각장애

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의 주행시 

차량 외부에 인위적으로 음향을 발생시킬 필요가 생겼다.294 산업계에서

는 이러한 음향 발생 장치를 제조업체에 따라 VESS(Virtual Engine Sound 

System), VSP(Vehicle Sound for Pedestrians) 또는 AVAS(Acoustic Vehicle 

Alert System)295 등의 명칭으로 표현한다. 

전통적으로는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296을 두어 자동차에서 발생 가능

한 최대소음을 규제하고, 만약 이 기준에 위반하여 소음기 등을 튜닝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형사처벌을 했었다.297 하지만 저소음자동차의 등

장으로 인하여 법령으로써 오히려 저소음을 규제하게 된 것이다.298 이와 

같은 저소음규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93 2021년 말 현재 전체자동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등

록비중은 4.7%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

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2022. 1. 28.). 
294 과거에도 자동차 후진 시 엘리제를 위하여 등의 멜로디가 경고음으로 사용되었다. 

[동아일보, "한밤 승용차 後進멜로디 住宅街소음公害로", (1983. 2. 2.)] 
295 운전자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인 엔진 소리를 발생시키는 자동차 내

부 가상 배기음(ASD: Active Sound Design)과는 구별된다. 
29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

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297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80조 제5호의2(자동차제작자등), 제81조 

제19호(튜닝을 한 자), 제20호(운행한 자) 
298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4항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

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과태료)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

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

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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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상엔진음에 대하여 안전이라는 차원을 넘

어서 심리적인 만족을 위한 연구·개발을 한다.299 기존에 내연기관용 자

동차에서 울리던 엔진음이 운전자에게 감성을 자극하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Porsche는 스포츠카에서 발생하는 엔진음을 넣고, BMW는 영

화 음악의 거장인 한스 침머와 협업하여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엔진음을 

작곡하였고, Nissan은 인간이 소음으로 인식하지 않는 주파수(600㎐∼2.5

㎑)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개발하는 등의 가상엔진음 개발 경쟁을 

한 것이다. 국내에도 현대차를 포함한 산학연이 전기차 음향 발생 기술 

분야에 여러 특허 출원을 한 바 있다.300 

나아가 향후에는 운전자가 좋아하는 소리를 내려받아 적용하거나, 고

속 주행 시 고주파 음향을 발산해 동물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road kill)를 

피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발전이 예상된다.301 이와 같이 정당한 법령에 근

거한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카메라를 탑재한 휴대전

화는 저소음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

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인터넷 웹사이트 차단 조치 

 

인터넷(internet)은 네트워크(network) 상호간(inter)이라는 어원을 가진

다. 개념적으로 현존하는 네트워크가 모두 전세계 혹은 지구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서로 연결된다면 단일한 체계를 이루게 된다.302 이 맥락에서 인

터넷이 고유명사(proper noun)로서 영문에서 단어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

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초기에는 주로 대문자로 표기하

였으나, 인터넷이 수도와 전기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여러 스타

일 매뉴얼303, 미국 정부 인쇄국304, 애플305, 마이크로소프트306, 구글307 등

 

 
299 조선일보, "조용해서 위험한 전기차, 인공 엔진소리 만든다"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1/03/22/XOT37BEPRRBJVFDYTDCQJ7BBHM 
300 현대차 3건, 오트론 3건, 모비스 1건, 쌍용차 1건, 만도 1건, 조선대 1건, 공주대 1건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 
301 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차에 안전과 감성을 더하는 음향 발생기", 산업동향 Vol. 

58, (2021), 2. 
302 인터넷과 같은 장비와 프로토콜을 사용하더라도 보안 등의 이유로 망분리가 된 것

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터넷이 아니라 사설망(intranet)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03 The Chicago Manual of Style, AP Stylebook, AMA Manual of Style 등에서는 종전에

는 대문자로 표기하였으나 2016년 소문자 표기로 개정하였다. 
304 https://www.govinfo.gov/content/pkg/GPO-STYLEMANUAL-2016/pdf/GPO-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1/03/22/XOT37BEPRRBJVFDYTDCQJ7BBH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GPO-STYLEMANUAL-2016/pdf/GPO-STYLEMANUAL-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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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서작성 가이드에 따르면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기

는 하다.308 

이처럼 인터넷은 그 자체로 단일한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므로 상호접속성의 관점에서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의 웹사이트에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는 것

은 인터넷에 관하여 여러 네트워크 계층309의 다양한 통신 표준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접속시키는 것은 활용가능한 전산자

원과 정보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의 효용이 커지는 것이

므로 표준이 실현시켜주는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반면, 북한의 웹사이

트에 접속하거나 북한주민과 통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표준이 이를 제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이 금지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세상에서 자

유롭게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익 또는 정책적 이유로 인위적인 차단

을 하는 것은 자유의 제약에 해당한다. 자유의 확장은 수익적인 것이므로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지만, 자유의 제한은 침익적이므로 헌법 제37조 제

2항에 따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

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STYLEMANUAL-2016.pdf 
305 https://help.apple.com/applestyleguide/#/apsg346ef241 
306 https://docs.microsoft.com/en-us/style-guide/a-z-word-list-term-collections/i/internet-

intranet-extranet 
307 https://developers.google.com/style/word-list 
308 한편 ‘인터넷에서’를 ‘on the internet’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관사 the를 관행적

으로 사용하는데, the sun, the moon에서와 같이 인터넷도 유일한 것이라는 어감은 여

전히 나타난다. 영어 사용자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국립언어원과 같이 표준어와 문법

을 공식적으로 정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논쟁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https://en.wikipedia.org/wiki/Capitalization_of_Internet 참고. 
309 대표적으로 ISO의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7 모델 (ISO/IEC 749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GPO-STYLEMANUAL-2016/pdf/GPO-STYLEMANUAL-2016.pdf
https://help.apple.com/applestyleguide/%23/apsg346ef241
https://docs.microsoft.com/en-us/style-guide/a-z-word-list-term-collections/i/internet-intranet-extranet
https://docs.microsoft.com/en-us/style-guide/a-z-word-list-term-collections/i/internet-intranet-extranet
https://developers.google.com/style/word-list
https://en.wikipedia.org/wiki/Capitalization_of_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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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

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

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러한 차단조치는 단지 기술 내지 표준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불법정보의 유통이 금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그 단속권한을 부여310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상 정보가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것이다. 인터넷 정보의 단

속과 관련하여 사상의 자유시장311과 성인이 성인물을 볼 권리 등 구체적

인 제한범위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은 존재하지만 모두 법률적 근거를 가

지고 있다. 인터넷 상 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적 방식으로는 IP 주소 차단312, 

DNS 응답 변조313, http 패킷 검열314, SNI 패킷 검열315 등이 있다. 법령에서

 

 
310 제21조 제4호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311 예컨대 북한과 인터넷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체

계가 우수한 것임을 오히려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진원지인 DDOS 공격, 여

론 선전선동 등 사이버테러 사례를 고려해보면 이미 북한의 일부 계층은 우리의 웹사

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과 차단조치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12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원

칙적으로 디바이스(PC,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을 총칭)에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IP 주

소를 할당받아야 한다. 이렇게 IP 주소가 부여된 서버에 불법정보가 있다면 해당 IP 

주소로 접속하려는 패킷을 차단하는 원리이다. 하나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불법서비

스와 합법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 과잉차단의 문제가 있다. 
313 IP 주소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기억하기 위하여 별명을 붙여서 사

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은 snu.ac.kr만을 기억하여 사용하더라도 네임서버(DNS; 

domain name server)가 해당 주소명을 가진 IP 주소를 대응시켜 147.46.10.129 라는 IP 

주소값을 반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DNS 응답 변조 방식은 불법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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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법정보를 차단하는 규범적 내용만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술적 방

법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316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차단방식에 따라 불법정보를 향한 차

단회피의 노력 정도가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도 한다.317 

웹사이트 차단조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적인 조치로 자유를 제

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법령상 근거가 

명백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적 정도에 따라 사실상의 이해관계

가 달라질 수 있다.318 법률적 근거없이 기술적 조치만으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마치 판결문 등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같다. 

강제 촬영음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제3절 실체적 문제의 법경제학적 분석 
 

Ⅰ. 강제 촬영음과 관련되는 권리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 인위적인 소리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하여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무음촬영권’, 촬영자 아닌 제3자

 

 

있는 IP 주소 대신 다른 주소값을 반환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주소를 

물어오는 자에게 국가정보원 주소를 안내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314 http 패킷에 서버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패킷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시키거나 처리를 중단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

부행 버스표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을 거부하거나 국가정보원으로 운송을 하

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315 보안이 강화된 https는 패킷이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http 패킷 검열 방식을 회피하

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https 패킷 중 암호화되지 않은 도메인주소 부분(SNI; server 

name indicator)을 검열하는 방식이다. 최신의 표준안에서는 이 부분의 암호화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TLS Encrypted Client Hello(draft-ietf-tls-esni-14), 
https://datatracker.ietf.org/doc/html/draft-ietf-tls-esni-14 
316 이러한 경우 기술적 방법을 설정하는 수단으로 표준이 이용될 수 있다. 
317 머니투데이, "尹정부 들어서니 야동 https 차단 해제? 사실 아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118033420824 
318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지 접속차단의 기술적인 방법만 SNI 패킷 검열을 도입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원

의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감사원, "감사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감사", 

(2019. 7.), 7.] 이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으로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2019헌마164)과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

결정취소(2019헌마232) 등이 있다. (서울경제,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 위헌 심판 받

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XWOF16I) 

https://datatracker.ietf.org/doc/html/draft-ietf-tls-esni-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11803342082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XWOF1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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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는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고 각 권리화하여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음촬영권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고 볼 수 있다.319 그밖에 무음촬영권과 관

련한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들 수 있

다.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헌법 제35조 환경권의 내용을 구성하

는 것으로서 소음으로부터 방해되지 아니할 권리이다.320 

한편, 무음촬영권과 충돌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는 ‘강제 촬영음에 의

해서만 촬영을 당할 권리’ 내지 ‘무음촬영에 의하여 촬영당하지 않을 자

유’가 결코 아니다. 단순하게 ‘동의하지 아니한 촬영을 당하지 않을 자

유’321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촬영음 발생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음촬영이 자유로이 허용되더라도 얼마든지 규범조화적

인 해결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불법촬영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촬영음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관점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추상적이고 모

호하기는 하지만 공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공익과 자유의 경계를 

형성하는 원리로서 비례의 원칙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은 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

는 결과 내지 목적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택하는 수단 사이의 합

목적성을 의미하며,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3단계에 의하여 심사된다.322 

 

 
319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

지 아니한다. 
320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

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

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45 결정) 
321 이는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관련되는 인격적인 법

익이라고 할 수 있다. 
322 비례의 원칙은 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포함하여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

성, 법익의 균형성의 4단계로 심사한다. 국가의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부인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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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합성(Geeignetheit) 원칙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필요성(Erforderlichkeit) 원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법

익을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에 법익침해를 최소화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적합성과 필요성이 하나의 목적과 다수의 수단 관

계에서 비례성을 찾는 것이라면, 상당성(Proportionalität) 원칙은 이미 정

해진 하나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비례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강제 촬영음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촬영이 제약되므로 불법촬영의 감

소효과가 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는 일부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 

촬영의 상황에도 무조건 촬영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필요성 원칙에 

어긋나며, 그로 인한 소음공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당성에 어긋난

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강제 촬영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상정하여 논증한다. 

 

Ⅱ. 무음 촬영의 필요성 
 

1. 촬영 문화의 변화와 과도한 소음 

 

과거에는 특별한 기념일이나 여행이 아닌 한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다. 카메라를 별도로 소지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고, 촬영 이후에도 필름 현상과 사진 인화 과정을 거

쳐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

가 보급되면서 현상과 인화 과정이 불필요해졌고, 나아가 거의 모든 휴대

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포함되면서323 누구나 일상적으로 카메라를 휴대

하게 되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내장 메모리가 커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예로 동성동

본금혼제(95헌가6등),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96헌가18),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2004헌마644등),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금지(2001헌가4), 혼인빙자간음죄

(2008헌바58),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한 긴급조치(2010헌바132), 경찰

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2012헌마65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에 대한 후

방착석을 요구한 행위(2016헌마503) 등이 있다. 
323 최근에는 하나의 휴대전화에 전면 2개와 후면 3개의 카메라 렌즈가 포함된 형태로 

출시되기도 하는 등 촬영 기능이 고급화, 전문화되어 휴대전화에서 카메라가 차지하

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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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급되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데에 드는 

한계비용이 사실상 영(0)에 가까워졌고, 현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특별히 기념하거나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

나 사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물, 풍경, 음식 등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

하여 사진을 찍고, 이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여 개성을 표현하

기도 한다. 그로 인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대부분은 위와 같이 불법촬영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324 

우리나라 거주자들은 2004년 이후 너무 오랫동안 당연히 휴대전화의 

강제 촬영음을 받아들인 채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무음촬영의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무음촬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

유주의자를 불법촬영을 예비하는 자로 오해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규제

가 사회문화적 관념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무

음촬영이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325 

 

촬영자 자신이 촬영대상이 되는 소위 셀카(self-camera; selfie)를 찍는 

경우에는 강제 촬영음을 통한 경고의 기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음 공

해만을 일으키게 된다. 휴대전화의 저장용량이 커지면서 일상을 기록하

는 용도 또는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셀카를 찍는 경우가 많다. 셀카로 가

장하여 타인의 초상 등을 침해하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 순수하게 셀카를 

찍는 경우에는 촬영으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324 음성에 의한 대화보다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문자에 의한 대화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모바일 메신

저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 그 내용을 유포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에는 직접 포섭되기는 어려울 것이

지만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의 정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볼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중요한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

고 91헌마111 결정의 취지인 “피구금자 또는 피수감자와 그의 변호인 사이의 대담은 

법 집행 공무원의 가시거리(可視距離)내에서 행하여 질 수는 있으나 가청거리(可聽

距離)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가시거리 내의 필담은 

가청거리 내의 음성대화와 같은 수준의 규범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시각적인 정

보인지 청각적인 정보인지 형식적으로 구별하여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법익 보호의 

목적과 보호의 대상인 의사교환의 행태를 규범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25 전문가용 고급 카메라에는 전자식 셔터 등을 이용한 무음촬영 기능이 존재한다. 

https://www.sony.co.kr/electronics/support/articles/00200263 참고. 

https://www.sony.co.kr/electronics/support/articles/00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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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촬영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촬영

음 발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 기차 또는 

버스 등에서 이동 중에 휴대전화의 전면카메라를 이용하여 셀카를 찍는 

경우에 촬영음이 울리면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소음으

로 인하여 큰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외

국에는 열차에 정숙칸(Quiet Car326; Ruhebereich327)을 따로 두는 것이 일반

적이다. 정숙칸에서는 휴대전화 벨소리, 전화통화 또는 대화 등 소음발생 

행위가 제한되고 실내 조명수준을 낮추어 승객의 조용한 휴식을 최대한 

보장한다. 셀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으로 인하여 촬영음

이 발생한다면 촬영행위도 금지될 것이다. 지하철이 타인과 마주보는 구

조로 좌석이 배치되는 것과는 달리 기차는 주로 한 방향으로 좌석이 배치

되므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더 적다. 기차 여

행의 상황에서는 불법촬영의 위험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촬

영음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셀카 내지 창밖 풍경을 촬영할 수 있는 권리가 

불필요하게 제약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셀카가 아니더라도 촬영대상이 동의에 관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강

제 촬영음이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셀카 상황과 마찬가지로 강제 촬영음

은 불필요한 소음만을 발생시킬 뿐이다.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신생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음이 당해 신생아는 물론

이고 신생아실 내에서 수면중인 무고한 동료 신생아에게까지 전달될 것

이다. 불필요한 청각적 테러다. 

특히 소리 녹음 기능이 포함되는 동영상 촬영의 경우에는 강제 촬영음

이 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표준에 의하면 동영상의 시작과 종료 

시 촬영음이 강제된다. 이것이 부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독특한 소리를 내며 우는 장

면을 포착하여 촬영하고자 甲과 乙이 함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

는 상황을 가정해본다. 이 코끼리는 한번 울 때 수초 이내로 짧게 운다고 

하면 아무리 甲이 미리 영상촬영을 하고 있거나 대기한다고 하더라도 울

음이 시작될 때 촬영을 시작하는 乙이 발생시키는 강제 촬영음에 의한 노

이즈가 녹음될 수밖에 없다. 乙이 수인이거나 귀가 커서 청력이 좋은 코

끼리가 촬영음에 놀라서 울음소리 내는 것을 중단하는 상황은 훨씬 더 불

 

 
326 https://www.amtrak.com/rest-relax-quiet-car 
327 https://www.bahn.de/service/zug/handy_u_ruhebereiche 

https://www.amtrak.com/rest-relax-quiet-car
https://www.bahn.de/service/zug/handy_u_ruhebere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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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다. 이 경우 코끼리가 자신의 동물권 내지 초상권을 문제삼지 않는다

면 코끼리를 촬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혀 유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강제 촬영음으로 인하여 개인의 불편과 불이익만 발생하게 된다.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도 강제 촬영음은 민폐가 될 뿐이

다. 예컨대 골프나 양궁처럼 경기자에게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경기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

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음이 발생한다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

다. 그렇기 때문에 美 PGA 투어 관람객의 모바일 디바이스 정책에 의하

면,
 상업용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아니라면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은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허용되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항

상 무음이어야 하며, 플래시는 허용되지 않는다.328 이는 국내 표준을 준

수하는 휴대전화로는 불가능한 조건이다. 학회나 강연장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329 스크린에 투사되거나 칠판에 필기된 자료를 촬영하는 것에 대

하여 발표자 내지 강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330 강제 촬영음은 다른 참

가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기능밖에 없는 것이다. 예식장에서도 혼인

당사자를 축복하고 기념한다는 이유로 결혼행진곡이 노이즈에 의하여 

부당하게 훼손될 이유는 전혀 없다.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가 정교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촬영을 단념하거

나 혹은 소음유발을 감행하면서 촬영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딜레마 상황

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 증거기반의 범죄예방 및 적발 

 

 

 
328 https://www.pgatour.com/tournaments/tour-championship/plan-your-visit/mobile-

device-policy.html 
329 불편한 경우가 많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싶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공

익을 위하여 촬영음을 감수하는 것을 에티켓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칼럼으로, 법률

신문, "카메라 폰 촬영음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3305 

하지만 촬영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촬영음을 발생시키는 것 또는 촬영음을 발생시

키지 아니하고자 촬영을 단념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에티켓과는 어

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330 발표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원본형태의 soft copy로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촬

영을 허용하는 것에는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유통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pgatour.com/tournaments/tour-championship/plan-your-visit/mobile-device-policy.html
https://www.pgatour.com/tournaments/tour-championship/plan-your-visit/mobile-device-policy.html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3305


 

 

 

 

115 

휴대전화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공권력 또는 사인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된다. 범죄피해를 당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

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내지 인질강요 등 원격지에서 발생

하는 범죄를 역추적할 수 있고, 실종·납치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현장을 음성,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전자적 증거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331 

전자적 증거의 맥락에서 CCTV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강력범죄

가 잇따라 발생하자 2002년 12월 서울 강남구청은 강남경찰서와 협의하

여 강남구 논현1동 골목길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설

치·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CCTV 설치지역을 확대해갔다. 이전에도 

CCTV는 공항, 백화점 등 건물 내부에 방범용으로 설치되거나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주요도로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주택가에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하였다.332 CCTV 설치 반대론은 공권력에 의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풍선 효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장비의 성능이 

점차 향상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정부에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CCTV의 설치·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333 현재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등에 CCTV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두어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CCTV 설치가 확

대되었고, CCTV가 실제로 범죄예방, 범인 체포 및 증거수집에 상당한 도

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334 

 

 
331  고화질의 영상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VAR(Video Assistant 

Referee: 영상보조심판)에 의한 판독이 보편화되어 심판 개인에 의한 오심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332 한겨례, "주택가 골목 CCTV논란" (2002. 10. 21.) 
33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 
334 CCTV 설치구역, 5대 강력범죄 26.6% 감소효과 



 

 

 

 

116 

이와 같이 범죄현장이 촬영된 경우에는 직접적인 현장증거가 될 수 있

다.335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범죄현장에서 증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촬

영하는 경우에는 밀행성이 요구된다. 촬영음으로 인하여 범인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되면 추가적인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증

거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것이 인권보호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과거

와는 달리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하여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

질 수 있다. 또한 내부고발 등 공익제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와 

같이 현장증거를 생성하는 차원에서도 휴대전화의 무음촬영은 허용되어

야 한다. 

 

3. 규제의 실효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디지털 성폭력이라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된

다.336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촬영 행위가 기수에 이르면 범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 한 위법상태가 종료되지 않으며 오

히려 더 큰 법익침해 행위인 유포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상

황에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성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중대한 법

익 침해의 위험 상태가 남아있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이 한번 디지털 세상

에 유포되면 복제용이성, 회수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잊혀질 권리가 실

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엄격하게 금

지되어야 한다.337 

그러나 불법촬영의 사전적(ex ante) 억지수단 또는 사후적(ex post) 구제 

및 처벌 수단으로서 휴대전화 강제 촬영음이 실효적인지 여부는 검토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735 
335 불법촬영이 CCTV에 적발되기도 하며(YTN, "CCTV에 덜미 잡힌 '지하철 몰카' 촬

영범", https://www.ytn.co.kr/_pn/0109_201106160915388745), CCTV를 불법촬영의 도

구로 사용하기도 한다(YTN, "지하철 CCTV를 '몰카'로 쓴 승무원...SNS에 불법 촬영

물 버젓이 게재",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021308122477). 
33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337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촬영(8월~2년), 반포 등(1년~2년6월), 영리 목적 

반포 등(2년6월~6년), 소지 등(6월~1년)으로 분류되며, 불법촬영의 대상이 아동·청

소년이거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사유가 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735
https://www.ytn.co.kr/_pn/0109_201106160915388745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02130812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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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휴대전화기가 전화목적이 아닌 용도 외 사용(?) 중임을 주변에 

인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음을 강제한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불법촬영으로 인하여 성적(性的)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의 유형을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인 피

해자의 인식여하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피해자가 촬영상황임을 인지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피해자가 촬영상황임을 이미 인지한 예로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

하였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물을 보관·유포하는 경

우, 성폭력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채무 관계 등에서 담보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들을 범

행 도구로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촬영음

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게 금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주의를 요한다

는 경고음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한편, 피해자가 촬영상황임을 불법촬영 당시 인지하지 못한 예로는, ①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우연적 기회를 노려 촬영하는 경우, ② 합의된 성관계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③ 공중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자주 노출되는 장소에 소형카메라를 

불법설치하는 경우 등의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 촬영

음이 경고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먼저, ①의 상황에서는 정작 개성적인 옷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

아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강남,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 지역에서는 주

변 소음으로 인하여 강제 촬영음이 발생하더라도 촬영 대상자가 인지 못

하게 되어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지하철은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

다고 볼 수 있으나, 지하철 상대방과 마주 앉게 되거나 공중이 밀집한 상

태에서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시 촬영음

이 발생하더라도 지하철 소음 등에 묻혀서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인지하

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는 범죄자의 이성적인 판단

을 통한 합리적 선택에 의해 실행되는 특성을 보이므로338 계획적으로 촬

 

 
338 이주락·이상학,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와 상황적 범죄예방", 한국경찰연구 제19

권 제2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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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음이 발생하지 않는 수단(예컨대 스마트폰 무음촬영앱, 바디캠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②의 상황을 상정해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장소에 관하여 어느 일방 또는 쌍방339에게 공동으로 일정

한 지배력을 요구한다. 여기서 지배력은 물권법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사

용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을 실효적으로 차

단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로서 주로 주거 공간, 숙박시설이 그러한 지배

력이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340 이렇게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에서는 굳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불법촬영이 가능

하다. 다른 물건의 형태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

종 스마트기기, PC, 노트북, 홈CCTV 등 카메라가 이미 도처에 있는 환경

이기 때문이다. 

③은 휴대전화에 장착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의 강제 촬영음과는 무관하다. 최근에는 드론으로 타

인의 주거지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신종 불법촬영의 형태도 등장하는데 

이것도 강제 촬영음과는 관련이 없다.341 

휴대전화 무음촬영을 제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은밀한 부위 또는 얼굴 등의 신체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억

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4년부터 촬영음을 강제로 발생하게 하는 우

리나라의 성폭력법상 카메라촬영죄는 비슷한 수준으로 휴대전화가 보급

된 외국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 촬영음 제도에 관한 의문

이 제기된다.342 

경고는 적시에 적정량이 사용되어야 효과적으로 인지가 가능하다. 경

고를 남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343 과거

 

 
339 성관계에 참여하는 인원이 2인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준한다. 
340 그러한 배타적 지배권이 없는 공공장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내지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다. 
341 연합뉴스, "한밤 발코니에 추락한 드론…해안가 아파트 엿보는 사생활 테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055800051 
342 불법촬영의 도구로는 스마트폰이 95%를 차지한다는 판례분석의 결과로, 김미선,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한국범

죄정보연구 통권 제12호 (2020), 10. 

불법촬영의 발생장소 현황은, https://www.data.go.kr/data/15066479/fileData.do 
343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내지 긴급재난문자 등에서도 유사한 문

제가 등장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055800051
https://www.data.go.kr/data/150664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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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촬영이 일상적인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촬영음이 

도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고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자기 검열의 수단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에 힘입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바일 메신

저 또는 소셜 미디어 등의 수단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고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평범한 개인이 주

도권을 가지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매체이므로 개인의 표현

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손

쉽게 소셜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기존의 ICT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함께 신규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로 소셜미디어의 경쟁이 활

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텍스트, 사진, 영상, 음성 중 특정 수단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하며 여러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였는데 

그 중 2022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는 메타의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영상 중심 소셜 미디어를 표방하

여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을 첨부하여야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다. 정보가 

시각적일수록 더 쉽게 인지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344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자기 개성 표현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으

로 소지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미지 촬영의 비중이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은 자기 검열의 수단이 되어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여, 언론ㆍ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

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345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

호와 민주주의의 수단이 되고 인격의 발현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법

리가 있다. 위축효과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법

적인 표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법성을 입증하는 수고 탓에 표현을 

회피하거나 자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수준

 

 
344 그림 우월성 효과(picture superiority effect) 
345 헌법재판소 1993. 2. 23. 선고 93헌가13 결정.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120 

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지만,346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에 미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단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양을 혹시 경찰의 자의적 판단 등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

을까하는 두려움도 요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헌법적 해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347 운전은 물리적 행위에 해당하며, 단속 기준에 미달하더

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합법적인 표현을 이러한 단속가능

성 때문에 자제하게 되는 것은 자기검열(self-censorship)이라고 하여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이 된다. 표현의 자유가 인

권옹호, 민주주의, 인격발현 등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점에 착안

하여 표현이 자제되는 것보다는 발화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는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348 표현의 자유 행사는 위 음주 사례처

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분법적 문제’이

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신경쓰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또래압력(peer pressure)으로 인하여 정당한 자유의 행사가 사실상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고, 특히 개성과 밀접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

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강제 촬영음 제도를 설계하면

서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촬영을 통한 표현의 자유 등 기

본권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 헌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헌법 제

21조 제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행사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원리로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이 제시된다.349 물리적인 행위와 달리 표

 

 
34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347 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논형 (2013), 23. 
348 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논형 (2013), 24. 
349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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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수용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피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350 불

법촬영의 위험이 전혀 없는 순간에도 촬영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리로 사전억제(prior 

restraint)금지 원칙을 들 수 있다. 사전억제는 표현이 발화되기 전에 적용

되는 제재를 의미한다. 촬영시마다 촬영음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주변에 알리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사전억

제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휴대전화 강제 촬영음으로 인하여 통제관행의 일반화가 되어 

아무런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합법적 촬영상황에서도 촬영음의 가

청거리에 있는 자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양해를 얻어야 하는 구조

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불확실한 공익351을 이유로 통제관행이 만연화되

어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5. 국제표준과 불일치 

 

국가는 표준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고, 표준의 내용

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352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다

양성이 중시되므로 한국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지만, 경제, 산업 부문에

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353  

물론 휴대전화의 특정기능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

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증거로도 

널리 활용되는 통화녹음 기능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에서는 제

거된다. 이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

한 법적인 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

로, 제3자가 아닌 대화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은 

 

 
350 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논형 (2013), 18. 
351 인간은 상이한 이념과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치의 상대

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인간의 인식능력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공익관념의 불확실성은 필연적이다.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8. 
352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

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3 최성락, 규제정책론, 윤성사 (2021), 343. 



 

 

 

 

122 

아니다354.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355와 연방법률356에 의하면 통신 내

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일방의 동의만 있어도 되지만(one-party consent 

law), 일부 주357에서는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위법(all-party consent law)이다358. 이와 같이 미

국에서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적인 것으로 취급될 위

험이 있으므로 미국에서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대부분 통화녹음 기

능이 존재하지 않는다.359 이와 같이 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기

능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선도적 표준을 개발하

여 국제표준화시키는 방법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카메라 폰 강

제 촬영음에 관하여 한국에서 표준이 제정된 지 20년이 가깝도록 국제표

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강제 촬영음 제도가 국제표준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 된다.360 오히려 촬영음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자

율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361 남북 분단

의 현실로 인하여 사실상 섬나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세계

표준(global standard)을 벗어나 갈라파고스화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

야 한다. 강제 촬영음에 관한 독자 표준은 국내법적으로 무음촬영을 금지

하는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지구적 

수준으로 자유롭게 상품과 자본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은 불법 촬영이 만연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signaling effect), 세계 제일의 치안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부당하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354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소위 ‘대화자 녹음의 법리’) 
355 United States v. Polakoff, 113 F. 2d 888, 889. 
356 18 U.S.C. §2511(2)(d). 
357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Illinois,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Oregon, Pennsylvania, Vermont, Washington. 
358 자세한 내용은 Justia, "Recording Calls and Conversations" (2018). 
359 주별로 유통되는 휴대전화에 차이를 두기 어려우므로, 연방국가의 특성상 가장 엄

격한 수준의 질서를 따르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360 국외에는 일본과 인도에 한하여 강제 촬영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61 TBT협정에 따르면 WTO 가입국들은 상품의 기준규격을 정할 때 국제표준이 효과

적이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국제표준을 사용하

여야 한다.(Article 2.4) 한편, 강제 촬영음 표준이 TBT협정에 위반되는 것인 것 판단하

는 것은 쉽지 않다. 1) 문서화된 有의 형태가 아니라 관련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無의 

형태이며, 2) 국가별 적용방식(기지국 정보 이용)을 사용하면 휴대전화의 위치에 따

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쉽게 국가별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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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시된 안드로이드폰도 외국 이동통신망에 접속되면 촬영음 해제가 가능하다. 

 

Ⅲ. 권리의 보호방식과 무음촬영권 거래 
 

누군가의 권리 실현이 타인의 법익 또는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므

로 대부분의 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대립하는 당사

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권리보호에 관하여 법경제학에서

는 3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며, 대부분의 권리는 이 3가지 규칙에 의한 보

호를 모두 받는다. 

재산규칙(property rule)은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권리의 이전은 본인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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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기초한 교환 또는 거래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본인의 의사에 기하

지 아니하여 권리이전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

게 된다. 그러므로 법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만을 정하고, 그 

권리의 가치평가는 시장평가에 일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규칙(liability rule)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이 전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손

해액의 결정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국가의 개입이 큰 

권리보호방법이다. 

양도불가규칙(inalienability rule)은 권리의 양도 내지 교환 자체를 일정

한 경우에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거래당사자

들에 대한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경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강제 촬영음의 상황에 위 규칙들을 대입하여 보면, 재산규칙에 따라 기

술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음촬영권이 박탈된 것이고, 무음촬영으

로 인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손해를 전보하게 되는 것은 책임규

칙에 의한 것이다. 한편 무음촬영권은 재산규칙에 따라 박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될 수 있으므로 양도불가규칙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아 독

특한 점이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음촬영을 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

여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휴대전화 설계의 기술적 사항으

로서 촬영시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국내용 표준만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362 

가령 개인이363 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364 구입하여 국내에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무음촬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

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제조사가 아닌 제3자가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등 앱 마켓에 올린 무음촬영앱을 이용하여 무음촬영을 할 수 있

 

 
362 스마트폰 사용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TTA 표준 개정의 개정 당시, 

“60dBA~68dBA 촬영음 재생과 더불어 도촬 등 불법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것으로 예

측되며 표준개정에 참여한 사업자, 국내외 제조업체 및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적

용 확산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TTA 보도자

료)TTA,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개정.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달성되었는지는 상

당히 의문이다. 
363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시행령 제77조의7 제1항, 별표 6의2에 의하여 개인이 사

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된다. 
364 상술한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폰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제 촬영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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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5 일반적으로는 권리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일

이지만, 이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무음촬영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아이폰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아이폰을 직접 구매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기

값, 운송비, 구매대행 수수료 등의 총비용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이폰

의 시가를 뺀 가격을 무음촬영권의 경제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366 혹은 

앱 마켓에서 거래되는 무음촬영앱의 가격367으로도 무음촬영권의 가치를 

파악해볼 수 있다. 

 

앱 마켓에서 ‘무음’이라고 검색한 결과, 

강제 촬영음을 무력화시키는 유료 또는 무료의 서드파티 앱이 다수 나타난다. 

 

 

 
365 TTA의 표준인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TTAK.KO-06.0063/R1)’에 의하면 스마트폰 

무음 앱을 제한하지만, 표준을 수용할 의무가 없는 제3자인 앱개발자를 통제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366 YTN, "카메라 셔터 소리 싫어서…아이폰 해외 직구매 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5043500017 
367 애드웨어의 형태로 배포되는 앱은 논외로 하며, 단순한 무음촬영의 기능 외에 함

께 제공되는 부가적인 기능의 가치는 무시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50435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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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출권의 거래와 무음촬영앱의 거래는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생

성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오염을 줄

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탄소배출량의 한도를 미리 정하고, 시장에서 

배출량의 허용권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제사

회 속에서 조약과 법령으로 탄소배출량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을 형성하

게 된다. 하지만 무음촬영앱의 거래는 규제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배출권의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무음촬영앱의 거래는 불법

촬영의 감소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무음촬

영권의 행사가 가령 마약이나 총기와 같은 금제품처럼 일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요구

되고 이를 근거로 단속도 가능할 것이다.368 그러나 무음촬영은 그러한 법

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앱 개발자만 수익을 얻게 되는 매우 독특한 현상

이라고 볼 수 있다.369  

 

제4절 제언 
 

휴대전화에 촬영음은 원래 촬영의 편의를 위하여 피드백 기능으로 도

입된 것인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박탈한

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제시한다. 

 

Ⅰ. 주위적 주장 
 

주위적 주장은 강제 촬영음과 관련된 일체의 표준을 폐지하여 휴대전

화 제조사는 촬영음 발생 여부를 사용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촬영음은 불법촬영에 관한 유효적절한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며, 불필요한 소음만 발생시키는 슬러지 사례이기 때문이다. 넛

지(nudge)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3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10조 
369 이론적으로는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의 종범으로 처벌하거나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를 근거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과잉처벌 또는 과잉단속에 해당할 우려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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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택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다.370 슬러지(sludge)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선택 설계의 어떤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넛지가 부정적

으로 발현되는 상황을 칭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이다. 371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불법촬영자에게는 

강제 촬영음이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반면, 고요하거나 엄숙한 공

간에서 합법촬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소음 발생을 시키지 않기 위

하여 촬영을 단념하거나 소음 발생을 감수하고 촬영을 해야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372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싶어하지 않는 선량한 합법

촬영자들만 촬영을 단념하게 된다. 강제 촬영음으로 인하여 불법촬영이 

감소한다는 어떠한 실증적인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무음촬영이 필요한 

경우에 불편과 발각의 위험만 증가하게 되었다. 촬영의 상황과 관계인들

의 명확한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탈법

적·우회적으로 개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사적 소유물에 대한 제한을 두

는 강제 촬영음 표준은 폐기되어야 하며, 제조사들은 촬영음 제거 옵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대방 동의없는 불법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는 당위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시 언제나 강제로 소음이 발생하여야 한

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없다. 불법촬영은 강제 촬영음이 없더라도 민형사

적 제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음촬영이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하더

라도 불법촬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무음촬영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으므로 치안이 우수한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무음촬영이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람들이 어떤 관행

이나 전통을 따를 때에는 그것이 옳다거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

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373 강제 촬영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론이 

필요하다. 

 

 
370 리처드 탈러, 행동경제학: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선택 설계의 힘, 웅진지식하우스 

(2021), 512. 
371 리처드 탈러·캐스 선스타인(이경식 옮김), 넛지: 파이널 에디션, 리더스북 (2022). 

217. 
372 이 경우도 무음촬영앱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합법촬영자는 불법촬영자만큼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유

인(incentive)이 없으며 그러한 주장 자체로 강제 촬영음은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무

음촬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된다. 
373 리처드 탈러, 행동경제학: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선택 설계의 힘, 웅진지식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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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행동에는 불법촬영의 의도와 같은 악의가 있

다는 전제에서 강제 촬영음을 둔 것이라면 과도하게 비관적인 시각이 반

영되어 있는 것이다.(framing)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문구를 접한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관념이다.374 이는 마치 번

개탄이 자살도구로 오용되자 번개탄 포장지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잉크

만 낭비하게 되는 자살예방문구를 넣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규제자 편의적 

발상에 불과해보인다.375 자살을 결심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예방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엉뚱하게도 자살과 무관한 

대부분의 일반사용자에게 자살을 환기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다. 강제 촬

영음이 오히려 불법촬영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강제 촬영음이 효용을 가지는 유일한 때는 1) 주변 소음이 별로 없는 곳

에서 2) 찰나적 순간을 포착하여 3) 휴대전화 제조사가 기본적으로 내장

한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4) 몰래 불법촬영을 하여 5) 타인이 촬영음을 청

취하여 불법촬영이 발각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어

긋나게 되면 강제 촬영음은 불필요한 소음공해이자 전력낭비에 해당한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 국민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소

지하고 다닌다. 이미 여러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만 유난히 강제 촬영음을 통한 경고적 기능의 가치가 없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강제적 소음을 발생케 하는 법령 또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
 

 

(2021), 128. 
374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금주

법을 비롯하여 엄격한 규제가 실패하기도 한다.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375 번개탄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 및 자살위

해물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어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제조 및 판매업자의 협조하에 번개탄 포장지에 ‘생명은 소중합니다’와 같은 문

구를 넣기도 한다. 자살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며, 오히려 자살도구를 

홍보하는 인상이 들기도 한다. 한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에서도 이러한 홍보효

과를 우려하여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일산화탄소의 독

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과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 

번개탄·연탄·농약·제초제·살충제·진균제 등으로 정할 경우 자살 방법을 홍보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자살 관련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YTN, "번

개탄·농약 '자살위해물건'으로 본다…온라인상 활용정보 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133100017)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133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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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카메라 촬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무음촬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Ⅱ. 예비적 주장 
 

예비적 주장은 강제 촬영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강제 촬영음은 결코 바람

직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우리나라 현실

의 맥락에서는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아직 강제 촬영음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변칙적으로 표준의 형식만을 빌려서 규제

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그렇다면 저소음자

동차에서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376 이 

경우에는 서드파티 앱 등을 이용한 우회적 무음촬영도 실효적으로 금지

되어야 하며, 휴대전화가 아닌 태블릿PC, 웹캠, CCTV, 자동차 블랙박스 

등과 형평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ICT 표준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설계도가 그 자체로 법규성을 갖거나 인간의 자유를 규제할 수는 

없다.377 물론 도둑질을 막기 위하여는 도둑질을 금지하는 윤리규범 또는 

절도죄로 처벌하는 법보다는 담장을 세우거나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등

의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구조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적 제약이 단지 방어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다. 

연성규범을 통한 규제도 일정한 장점이 있지만, 법치주의가 형해화되

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사회규범 가운데 법이 현대사회의 중추적 사회규

범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과 법내용의 명확성, 규범의 강제력 등이 법규범의 합리성과 실효

 

 
376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을 고려하면 법률이 반드시 만능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규제의 맥락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적 규칙으로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77 “비행기의 설계가 법이 아닌 것처럼 코드는 법이 아니다. 건물들이 규제하지 않는 

것처럼 코드는 규제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이 공적인 것이 아니듯이 코드 역시 공적인 

것이 아니다. 사적 행위가 아닌 공적 규제에는 논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

하다.” 로렌스 레식(김정오 역), 코드 2.0, 나남 (2009),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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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378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표준으로 강제 

촬영음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로 인한 공익과 해악을 엄격하게 비

교형량이 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음촬영과 불법촬영은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사물 인식 등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강제 촬

영음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도 구상해볼 수 있다. 나아가 병리적인 관음증

에 대하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처럼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른 부수적 처분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억제이론의 

핵심적 가정은 범죄자가 이익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범행의 이

익이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한 결과를 범행으로 선택하는 사고능력이 있

다는 점이다.379 촬영음을 통한 불법촬영의 적발가능성이 실증적으로 증

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의 휴대전화에 강제 촬영음을 

넣기보다는, 불법촬영 전과자에 한하여 불법촬영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적 또는 행정적 부수처분을 

내리는 것을 제안한다.380(incapacitation; 무력화)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를 취소시키는 제도는 범행수단과 실질적 관련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일 뿐 아니라 음주운전자에게 사회생활인으로서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위

하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78 장영수, "헌법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현실",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헌법

학회 (2015), 243. 
379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처벌의 엄중성, 처벌의 확실성 및 

처벌의 신속성의 3가지 요소에 좌우된다고 한다. [이윤호, 범죄예방론, 박영사 (2022), 

89.] 
380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개통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기술적 구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1 

제5장 결론 
 

법학에서는 성문법령 또는 판례를 대상으로 한 해석론을 위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물론 그러한 자료들이 법규범의 가장 핵심이며 개

인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우리의 

행태를 관찰해보면 법에서 규정한대로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

기에는 인간이 이성적인 ‘이콘’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제재의 가

능성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단지 충동적인 ‘휴먼’으로서 아주 사소하게 거슬리는 것을 피하거나 재미

를 찾아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규범력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법과 정책을 연구할 때에는 법률텍스트 외에도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

기에는 윤리, 예절, 관습 등의 규범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기술과 같이 

규범과는 구별되는 요소도 존재한다.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표준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술에 관한 표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 법에 준하는 정도의 행동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맥락에서는 법과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

문에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표준의 설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표준은 자유를 통제

하거나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정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휴대전화 강제 촬영음에 관한 표준은 ‘무음촬영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휴대전화에 촬

영 기능이 포함된 지 20년이 지났고, 현재는 별도의 독립된 카메라를 사

용하기보다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훨씬 일상적이다. 촬

영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경고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강

제 촬영음은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디지털 증거의 확

보에 제약을 가져오며, 국제적인 표준에도 맞지 않는다. 정작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강제 촬영음이 너무나 쉽게 우회될 수 있다. 

강제 촬영음은 순기능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유로운 촬영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므로 일종의 슬러지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 촬영음에 관한 표준은 삭제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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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추어야 한다.  

표준은 단지 기업 내지 표준화단체의 기술적인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

이 아니라 소비자, 정부, 국제무역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주축

을 형성하게 된다. 표준의 경쟁 기능과 통합 기능을 고려하면 인문사회과

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표준의 규범적 또는 규제

적 기능을 고려하면 법학의 분야에서도 앞으로 더 비중을 갖고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Roma uno die non est condita.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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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ndards and Legal Norms 
-Problems with Enforcing Shutter Sounds- 

 

LIM, Dogyoo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ndards, along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a powerful influence 

on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 term ‘standard’ is used in various ways (e.g., 

standard language, standard contract forms, gold standard and the ICT 

standard). Thus, standards have diverse functions, such as improving work 

efficiency, offering information, promoting trade, and regulating human 

behaviors.  

Korea has a unique ICT standard which specifies the sound level of mobile 

phones when the camera of the phone is operated. This enforced shutter sound 

standard is becoming ingrained into Korean culture and society simply by the 

noise the phone makes, which started in 2004. As mobile phone manufacturers 

and sellers follow the standard, the shutter sound is always generated when 

taking pictures with mobile phones in Korea. However, there are certain 

problems with the shutter sound standard. 

First, there are too many sounds occurring in public places as social media 

are widely used. Unpleasant sounds are more harmful in many situations than 

helpful with regard to preventing criminal offences, including voyeurism. 

Second, the shutter sound does not contribute to reducing crime, as it can be 

easily muted with the help of a smartphone app or simply by physically 

blocking the speaker. Lastly, a severe problem related to the rule of law is that 

the shutter sound standard does not have a specific legal basis as it limits ‘the 

right of silent shooting’.  

This thesis looks at the general principle of standards, and regulations, with 

certain standard cases examined in terms of legal issues. It is conclud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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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shutter sound standard should be abolished or should be assigned a 

specific legal basis.  

 

 

Keywords : standards, rule of law, norms, shutter sound, right of 

silent shooting, law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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