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ue & Trend Report 

1

제도/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검토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중견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 실시*

* 입법예고 기간 : `21. 6. 30 ∼ 8. 9.

   - 「중견기업법」의 개정(`21. 6. 15.)에 대응하는 후속조치로 ‘명문장수기업*’의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골자

* ‘명문장수기업’ 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의2호에 따라 “장기간 건

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

* 중견기업도 「중견기업법」제15조의2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
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은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서,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홍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정책자금등 사업참여시 우대 및 가점부여 등



Issue & Trend Report 

2

■ 주요내용

  ○ (중견기업의 요건 명확화)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단체의 중견기업 대상 여부 이슈 발생

   - 중견기업의 정의에 영리적 목적 요건을 명시하면서(중견기업법 개정, `21. 9. 16. 시행예정), 

「민법」 제32조 외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의 위치에 혼선을 

야기한 규정을 삭제(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삭제)*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매출 3천억 

원 미만’ 등 규정을 삭제하여, 중견기업도 별다른 제약없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신청 및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시행령 제9조의2, 삭제)

   -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오랜 기간 건실하게 운영되어 온 기업을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명문장수기업’으로 칭하고, 기업홍보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는 맞춤형 지원정책에 해당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 기업범위 확대)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로 포함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

   - 「중견기업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7조의8,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에 관한 특례, `21. 9. 16. 시행예정)

   - 이에 대응하여 시행령은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하여, 초기 중견기업 등이 청년 일자리 마련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 (기타 개정사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둘 이상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다음 차수로 정함(별표 3)

■ 시 사 점

  ○ 성장에 지원이 필요한 초기단계의 중견기업에 일부 지원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초기성장과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

  ○ 특히 고용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중견기업 

스스로가 지원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의 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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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287&bbs_cd_n=81&currentPag

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EC%A4%91%EA%B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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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공개

■ 추진배경

  ㅇ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5. 27.)

   - 게임은 4차 산업혁명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로 산업적 가치도 더욱 상승

  ㅇ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등 11인, 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과정 중에 있음

   -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발생(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사건*, 게임업계 3N사 유저 트럭시위** 등)

* “넥슨, ‘당첨확률 제로’ 게임아이템 판매... 이용자 ”사실상 사기“”(동아일보, `21. 3. 10.)

** “게임 업계 ‘트럭’주의보”(IT조선, ‘21. 1. 28)

   -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의 제안이 반영된 새로운 자율규제안이 요구됨

■ 주요내용

  ㅇ (게임산업 자율규제 강화) K-GAMES는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 개정안을 발표
 

   - ‘아이템’으로 한정된 적용 대상을 ‘콘텐츠’로 확대하고,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확률형 콘텐츠까지 정보 공개 수준 강화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함

 - 자율규제 개정안의 발표와 함께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 개정도 병행되었으며(2021. 6.), 

개정안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일 부 시행예정

[표] 현행 자율규제 강령과 개정안과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현행 강령 개정안

용어 정의 • ‘아이템’에 한정 •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콘텐츠'로 확장

자율규제 대상 
범위

•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 한정
• 확률형 콘텐츠(유료 캡슐형 콘텐츠, 유료 강화형 

콘텐츠, 유료 합성형 콘텐츠)로 확장

'유료+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 확률공개 대상아님
(유료+유료만 공개)

• 확률공개 대상으로 강화(개정안 시행기준 
해설 참조)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 백분율로 표시
•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

으로 공개(개정안 제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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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안에 적용되는 대상 범위 확대

    1) 용어 정의 - 기존의 ‘아이템’에 한정되어 있는 강령안의 적용 대상이 게임 내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콘텐츠’로 확장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1. 무료 콘텐츠 : 게임 내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2. 유료 콘텐츠 : 이용자가 유료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3. 확률형 콘텐츠 : 게임 내에서 우연에 의해 구체적인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결정되는 아이템 등

의 콘텐츠

    2) 자율규제 대상의 범위 -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 한정되어 있던 자율규제 대상을 

‘확률형 콘텐츠’로 확장

     • 확률형 콘텐츠 : 기존의 유료 캡슐형 콘텐츠에서 유료 강화형 콘텐츠와 유료 

합성형 콘텐츠가 포함됨

개정안 제3조 (확률형 콘텐츠의 범위) 확률형 콘텐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캡슐형 콘텐츠 : 우연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2. 강화형 콘텐츠 : 우연에 의하여 아이템 등의 성능이 변화하는 콘텐츠
   3. 합성형 콘텐츠 : 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우연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콘텐츠

 2. 정보 공개 수준 강화

    1) ‘유료+무료’요소가 결합된 경우 - 확률공개 대상으로 확대 적용

     •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

개정안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강령은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8조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전 자율규제 강령의 ‘유료+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 강령안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이 삭제됨(‘18. 7. 1. 자율규제강령 제5조 3항 단서 ▻ 삭제)

     •  따라서 동일 상품을 유/무료 재화로 구입이 가능하더라도 강령의 적용 대상

    2)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 백분율에 한정되어 있던 확률정보 표시방법을 

개정안 제5조 4항에 따라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화

     • 확률표기가 그 특성상 어려울 경우 평가위가 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평가위의 역할을 확대 및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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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방법의 구체적 사항(시행세칙 제10조 등)

개정안 시행세칙 제10조 (획득 등에 따른 확률 변화시 표시 방법 등)

  ② 강령 제9조 제3항 및 강령 [별표 4]에 따른 콘텐츠 결과의 개별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자의 직관적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특정 소수점까지 
표시하거나, 분수, 함수,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위원회의 역할)
  ③ 평가위원회는 참여사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로서 [별표 1] 내지 [별표 

4] 예시에 따른 표기가 불가능하여 다른 방법으로 조건과 결과 범위 등을 표시한 경우 그 적절성 여
부를 평가할 수 있다.

      → 자율규제의 원활한 이행과 준수율 제고를 위한 평가위 차원의 사후관리 활동의 근거 마련

     ※ 콘텐츠 유형별 개정안 제9조 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개정안 시행기준 해설)

      ◇ 캡슐형 콘텐츠 - 이미 획득한 결과물을 중복 획득하지 않을 경우

      ◇ 강화형 콘텐츠 - 캐릭터 및 장비 등의 특성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치 및 옵션 등이 

다를 경우

      ◇ 합성형 콘텐츠 - 재료 투입 개수가 많아 각각의 조합이 너무 방대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후관리

  ㅇ 자율규제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 유도활동 수행

(평가위원회)

   - 미준수 확인 시 해당 기업에 공문발송, 미준수 사실 공표예고, 미준수 사실 공표 

순으로 3단계에 걸친 자율규제 수행

[그래프] 연도별 자율규제 전체 준수율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18' 19' 20' 21'

(년)

76.8
81.8

88.9

80.1

*21년은 1월-5월 까지의 준수율 평균값        ※출처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평가위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보고자료(2018. 1 - 2021. 5)

<자율규제 전체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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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국내·외 자율규제 준수율
<해외업체 준수율>

구분 18‘ 19‘ 20‘ 21‘

1월 57.9% 51.9% 37.7% 59.2%

2월 62.5% 53.1% 35.7% 65.3%

3월 73.7% 54.0% 46.9% 70.6%

4월 76.2% 53.8% 42.3% 76.9%

5월 72.7% 49.0% 49.0% 71.4%

6월 77.3% 38.9% 52.8%

7월 37.0% 44.6% 55.6%

8월 46.0% 42.4% 57.7%

9월 39.6% 46.4% 49.1%

10월 51.2% 39.0% 55.6%

11월 45.7% 58.2% 58.2%

12월 54.5% 60.4% 60.4%

평균 57.9% 49.3% 50.1% 68.7%

<국내업체 준수율>

구분 18‘ 19‘ 20‘ 21‘

1월 90.6% 98.1% 97.1% 98.1%

2월 89.9% 92.0% 96.2% 95.5%

3월 91.8% 94.4% 96.3% 97.3%

4월 92.6% 97.1% 95.5% 99.1%

5월 95.1% 91.6% 97.3% 98.3%

6월 94.0% 89.0% 97.2%

7월 71.0% 96.3% 97.2%

8월 70.0% 96.3% 97.3%

9월 75.2% 96.4% 98.1%

10월 77.9% 97.2% 98.2%

11월 86.1% 99.0% 99.0%

12월 90.3% 99.0% 99.0%

평균 85.4% 95.5% 97.4% 97.7%

  

○ 모니터링 대상
* 온라인 : 게임트릭스(www.gametrics.com) ‘전국표본PC게임사용량’ 1-100위 중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 전체

* 모바일 : 게볼루션(www.gevolution.co.kr) ‘모바일 게임 종합순위’ 1-100위 중 캡슐형 유료아
이템 제공 게임물 전체

   - `18년도 7월 이래 시행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의 

강화 및 확대 시행으로 전체적인 준수율의 하락이 나타남

   - `19년도 6월 이래 신규 모니터링 대상 게임물의 증가로 준수율의 하락이 나타남

   - 자료에 따르면 국내업체의 대부분은 자율규제 강령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해외업체들과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4. 일본 자율규제와의 비교

  ㅇ 일본온라인게임협회는 ‘랜덤형 아이템 제공방식을 이용한 아이템 판매 운영 

가이드라인(‘16. 4.)’*을 발표하여 랜덤형 아이템 제공방식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

* 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を利用したアイテム販売における表示および運営ガイドライン

[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게임 자율규제 주요항목 비교
구분 일본 우리나라(개정안)

자율규제의 대상 유료 캡슐형 아이템 유료 확률형 콘텐츠

뽑기 아이템 취득까지의
추정금액 상한

50,000엔 없음

수집형 뽑기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률에 규정)* 허용

확률정보 표기방법 비율(割合)
백분율(원칙) +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

*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に関する事項の制限) 제5조,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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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자율규제는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 기획 설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어 유료 뽑기 결과물로 특정 조합 맞추기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

* オンラインゲームにおけるビジネスモデルの企画設計および運用ガイドライン

■ 시 사 점

  ㅇ 자율규제 대상의 확장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확률정보 표기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확률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확보됨

  ㅇ 자율규제 강령의 대거 개정으로 확률형 콘텐츠의 과도한 사행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K-GAMES의 의지가 엿보임

   -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ㅇ 일본 제도 대비 과도한 사행성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완 수요가 전망되나, 

자율규제 대상 확대, 표기방법 다각화 등 일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수집형 뽑기(컴플리트 가챠)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 사행성 

콘텐츠의 법률적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자율규제 강령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어보임

※ 참고사항 

 - [별표 4] 구성품 1개 획득 시 해당 구성품 미등장 구조 예시 (제9조 관련)

*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목록에 안내된 아이템들은 중복으로 획득할 수 없음. 획득한 아이템의 등장확률은 
잔여아이템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가산됨

* 1회차에 아이템 E를 획득하고, 2회차에 아이템 H를 획득한 경우 3회차 뽑기 시 확률 적용 예

순서
획득 

아이템
기본확률

1회 획득 
결과 반영

2회차 
확률

2회 획득 
결과 반영

3회차 확률

1 A 13.00% +1.00% 14.00% +0.89% 14.89%
2 B 13.00% +1.00% 14.00% +0.89% 14.89%
3 C 13.00% +1.00% 14.00% +0.89% 14.89%
4 D 10.00% +1.00% 11.00% +0.89% 11.89%
5 E 10.00% -10.00% (획득 완료)
6 F 10.00% +1.00% 11.00% +0.89% 11.89%
7 G 7.00% +1.00% 8.00% +0.89% 8.89%
8 H 7.00% +1.00% 8.00% -8.00% (획득 완료)
9 I 7.00% +1.00% 8.00% +0.89% 8.89%
10 J 5.00% +1.00% 6.00% +0.89% 6.89%
11 K 5.00% +1.00% 6.00% +0.89% 6.89%

합계 100.00% 100.00% 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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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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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자료

http://www.gsok.or.kr/self-regulatory-report/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2021.06.16)’_개정

http://www.gsok.or.kr/regulations-on-self-regulation/?uid=1517&mod=document&pageid=1

- 한국게임산업협회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공개

http://www.gamek.or.kr/info-service/report-detail/203/

- 한국게임산업협회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http://www.gamek.or.kr/regulation/self-reg-reference/8/

-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

https://japanonlinegame.org/joga_guideline/joga-guideline/

- 일본소비자원,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public_notice/

- 일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7AC0000000134

- 한국게임산업협회 보도자료

http://www.kgames.or.kr/info-service/report-detail/20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09/105802181/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8/2021012800425.htm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1C0Q3B0P3M1V0R3Z6K3B1G1Z9K6
http://www.gsok.or.kr/self-regulatory-report/
http://www.gsok.or.kr/regulations-on-self-regulation/?uid=1517&mod=document&pageid=1
http://www.gamek.or.kr/info-service/report-detail/203/
http://www.gamek.or.kr/regulation/self-reg-reference/8/
https://japanonlinegame.org/joga_guideline/joga-guideline/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public_notice/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7AC0000000134
http://www.kgames.or.kr/info-service/report-detail/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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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미국] 『국제 사이버 범죄방지법』재발의
* 본문 내용은 IPWatchDog 기사원문(`21. 6.)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상원, 국제사이버범죄방지법 발의(지식

재산동향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보완하여 작성된 것임

■ 검토배경

  ㅇ 지난 6월 17일(미국시간), 미국의 상원에서는 국제적 대규모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을 재발의

* International Cybercrime Prevention Act

   - 법률(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 전환 가속화와 이에 맞물린 

대규모 사이버 범죄의 증가양상*에 대응하여 2018년에 상정되었던 건이 재발의

   - 특히 미국 내 민감한 정부 데이터의 탈취, 중요시설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등 문제**의 예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또는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함

* `20년도 1분기 동안 신뢰성 있는 기업을 사칭한 사기성 피싱 e-mail이 350% 증가(`20. 8.

UN, Counterterrorism Department); `20년 미 연방수사국 인터넷 범죄 고발 센터가

접수한 사이버범죄 고발 건 수가 `19년 대비 69% 증가(`20. FBI)
※ IPWatchdog, “Reintroduced International Cybercrime Prevention Act Would Create New Cybercrime Violations,

Increase Forfeiture and Injunctive Relief”, 2021. 6. 22.

** 미국 남동부 지역에 가스공급을 담당하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지역의 가스공금이 일주일 이상 중단(`21. 4.) 등

■ 주요내용

  ○ 법률에 따르면 접근권한이 없는 컴퓨터로의 무단접속 행위 등 ‘컴퓨터사기및남용법

(CFAA)*’의 위반행위는 미국의 조직범죄법(RICO)*에 따라 기소될 수 있음

* 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 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공갈매수 및 부패조직 처벌법)

   - 미국 내 사이버 범죄활동은 이미 조직범죄법(RICO)에 따라 기소되고 있으며, 

국제 사이버 범죄 방지법은 컴퓨터사기및남용법 위반행위를 조직범죄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하려는 것

   - 이에 따라, 접근권한 없는 컴퓨터로의 무단접근, 암호의 탈취, 부정한 접근을 

통한 자료의 탈취, 손상 등 행위는 조직범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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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 범죄를 새롭게 규율하고, 관련 사건·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제공

   - 중요 사회기반시설*을 제어하는 컴퓨터에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 등을 

범죄로 취급(제5절)

* 댐, 병원, 발전소 및 선거 기반시설 등

   - 판매자 등이 사이버 범죄의 의도를 인지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접근수단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제6절)

   - 사이버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법 집행기관이 몰수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활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단을 부여(제3절)

   - 봇넷(Botnet)*을 통해 작동하는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한 가처분적 구제조치를 허용하고, 

기존 사기나 불법 도청 등 사례로 제한되어 있던 현행 권한을 확대(제4절)

* 악성 소프트웨어인 봇(Bot)에 감염된 다수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pecial Report., 2008. 8.)

■ 시 사 점

  ○ 사이버 범죄로 인한 수익을 압류·몰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이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직범죄법(RICO)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조직범죄법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

(경우에 따라 종신형 가능)과 함께 $ 250,000 또는 범죄를 통한 부당 수익 

가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조직범죄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수익 또는 보유재산 등이 정부에 

의해 몰수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재산(부동산, 토지, 권리, 특혜,

이익, 유가증권을 포함한 개인소유의 유·무형 재산)은 제3자에게 이전된 부분까지 몰수 가능

(선의의 제3자는 본의의 선의를 입증하여 구제 신청 필요)(최나진, 2015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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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Watchdog

https://www.ipwatchdog.com/2021/06/22/reintroduced-international-cybercrime-prevention-act-create-new-

cybercrime-violations-increase-forfeiture-injunctive-relief/id=1348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0523

- 최나진, “미국 조직범죄법(RICO)에 대한 개관”,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201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

98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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