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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금융소비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현행 법체계의제도적 보완점에 관하여 주로검토하였다. 먼저, 개별적인 보완점으로서, 로보

어드바이저 운용사에 대한 이상거래 신속 탐지체계 구축 의무의 도입, 운용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운용사의 손해배

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형사처벌의 부분적인 도입 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한 측면이 조화롭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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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mainly inquired into structural refor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could minimize the side effects and protect financial customers as the use of AI robo-advisor were

increasing. First, regarding a specific refor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stablish a rapid detection

system for unusual transactions by the Robo-advisor management company, the strict liability of the

management company, the management company’s mandatory obligation to obtain indemnity insurance,

and limited criminal penalt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basic law

regarding AI. In this basic law,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the minimization

of side effects should be dealt with in harmony with each other. Like the approach of this study, we hope

that similarly detailed and practical discussions will be made on the AI era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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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선행 연구 에서 저

자는연구의배경으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비롯한인공

지능 역시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로보어드바

이저의 활용 급증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시세조종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인 일반 투자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제

시하고, 이어서연구주제인로보어드바이저가악의적으

로 해킹되어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를 범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운용사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검

토하였다. 그 결과로, 운용사는인공지능활용을통해비

용 절감 및 고객 증가 등의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법규상의 보호조치 의

무를준수하고직원들의불법행위방지에상당한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일반 투

자자들의대규모피해에대한법적인책임을면할수있

는등현행법체계가일반투자자보호에미흡한것으로

확인되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본격적인

인공지능의출현을예상하지못한상태에서만들어진것

에 주로 기인하는 현행 법체계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개별적인 보완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인공

지능에관한포괄적인기본법제정의필요성및이에포

함되어야 할 내용을 검토한다.

2. 개별적인 보완점
1.1 이상거래 신속탐지체계 구축 의무 도입
해킹 방지에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끊

임없이 새로운 방식의 공격기법을 개발해내는 해커들의

공격을 100%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

다. 따라서 방어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해킹

에 따른 이상거래 행위를 신속히 탐지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수있는별도의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

러한시스템은현재다수의금융기관에서활용하고있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와 유사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를활용하는각금융기관들이 1차적으

로 해킹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방어에 실패하여

로보어드바이저가 이상거래 행위로 나아갈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탐지하여 작동을 중지시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중의 방어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체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상거래 신속탐지 시스템 구축 및 탐지시의 신속조치에

관한 법적인 의무를 운용사에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활용의 유용성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그 예

측 불가능성에 따른 위험이라는 부정적 측면 간의 접점

으로서,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포괄적경고의무및안내의무를이행하도록하면서제공

자는자신이생산한인공지능의사후경과를지속적으로

관찰하고피해가발생한경우피해보고를접수하여신속

하고적절한피드백을이행할의무를부과하자는견해[2]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1.2 운용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함) 및 전자금융거래법등에따

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

리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해킹에 의한

기능오류로발생한피해에대해면책될수있으며, 이러

한 결과는 옥션 해킹 사건[3] 등 다수의 해킹 사례에서

실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인터넷 시스템과 달리, 인공지능은 학

습과추론을통해스스로진화함으로써고도의자율성과

이에따른예측불가능성을지니고있음을고려할때, 위

와 같은 현행법 체계를 인공지능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아닐수 없다. 즉, 인공지

능 자체의 속성상 고도의 관리위험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용사는인공지능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인력

대체및업무효율개선등을통해경제적으로큰이익을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하여면책시키는것은인공지능활용에따른

수익과위험의공정한배분이라는측면에서형평에맞지

아니하며, 이런관점에서운용사로하여금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4]. 최근 미국

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접성 책임 이론에 의하더라도, 인

공지능과같이제품판매이후에도해당제품사용과정

에서의정보및관리등이주로공급자영역에남는경우

제품에 대한 근접성이 높은 공급자가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에대해서무과실책임을부담하는것이타당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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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한편, 불법행위법의 목적에 있어서 예방 또는 회복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새로운과학기술에있어서는혁신을위해제조

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볼수도있으나, 인공지능의경우자율성및예측불가능

성등에따른위험의크기가매우크다는점을감안할때,

혁신의 지나친 강조는 사고예방이나 피해회복이라는 불

법행위법본래의목적을뒤흔들위험이있으므로수긍하

기 어렵다[6].

개발자와 운영자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

지위험성에도불구하고인공지능시스템을개발하고이

를 운영하는 이상 예측 불가능성은 개발자와 운영자에

의하여 의도된 범위 내의 것이며, 결국 개발자와 운영자

는그와같은인공지능시스템의사용으로인한예견범

위를넘어선손해에대해서도책임을감수하겠다는의도

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점은 제조물책임법

에 있어서 제조업자에 대한 현재의 엄격책임 법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7].

해킹으로 인해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용자들은 가장 중요한 정보 보안

에관한신뢰를가질수없게될것이며, 이는 결국서비

스 사용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초연결 사회에서의 기

술력은 네트워크 이용자의 정보 제공 및 활용 과정에서

의철저한사전보안과쌍방무과실의해킹사고에대한

손해배상 대책 마련이 최우선 되어야 비로소 현실화할

수 있다. 먼저 정보 유출 등의 위험에 대하여 최대한의

기술적인방어장치를하고또한쌍방무과실의해킹사

고에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무과실책임을부

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8].

1.3 운용사의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위와 같이 운용사에게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과정에

서의 사고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배상책임을우려한운용사가인공지능사용을기피

함으로써결과적으로인공지능기술의발전에지장을초

래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

는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9]. 인공지능도입을통

해 절감되는 비용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손해배상 책

임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할경우사고발생시피해자구제에소홀함이없도

록하면서도운용사에게배상책임에대한합리적인리스

크회피수단을제공함으로써인공지능의적극적인활용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 보

험에 가입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운용사로 하여

금 가입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현행전자금융거래법제9조(금융회사또는전

자금융업자의 책임) 제4항에서는 해킹 등에 의한 사고

발생시의손해배상을담보하기위해금융회사또는전자

금융업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강제

하고있으며, 정보통신망법제46조(집적된정보통신시설

의 보호) 제2항에서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운영장애 등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집적정보통신시

설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전혀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인공

지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분배 측면

에서 위와 같이 의무적인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발생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7.

2. 16. 유럽연합 의회에서 통과된 ‘로봇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결의안’에서 ‘로봇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의무적인보험제도의도입에관하여검토할필요가

있음’을 지적한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된다[10].

더 나아가 보험제도를 통해서도 완전히 손해를 보전할

수없는경우에는기금을조성하여이를보충할수있는

방안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으며[11], 이러한조치들은

일반투자자들의안정적인자본시장참여를유도하기위

해서도 필요한 것이다[12].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특수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국가

또는특별기구가보상기금을운영하면서사고원인을불

문하고피해자에게 1차적으로보상금을지급함으로써회

복과 혁신의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키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2차적으로 구상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13]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1.4 형사처벌 규정의 부분적인 도입
인공지능의 경우 고도의 자율성으로 인해 작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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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존 형사법 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가 발행하

더라도 운영자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과정에서그러한결과가발생하여피해자가존재함

에도그누구도책임지지아니한채불행한사고또는우

연이라고치부하는것은피해자입장에서는수긍하기어

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14].

형사법 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

성이 낮은 만큼 운영자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

한경우에는그자체로운영자에게형사적인비난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행법 상

으로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인공지능의 예측 불가능성 및 비대칭성 등으

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그러한 사전적인 보호조치 의무 위반뿐만 아니

라전술한작동오류에대한신속탐지체계구축의무위

반및보험가입의무위반등에대한형사처벌규정을도

입함으로써이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킬필요가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전히지배할수없는인공지능을설계․제작․판매

함으로써 생산자나 운영자, 설계자는 일반 대중에 예측

할수없는위험을야기하거나증대시켰음에도제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후적으로 인지된 위험으

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결과를 예방하고, 기왕에 발생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

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15]. 과학기술 발전의 촉진

등을 위해 가급적 형벌화를 지양해야 할 것이나, 인공지

능이 광범위한 효용성 못지않게 유사한 수준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관리 차원

에서의불가피한선택으로서명확한절차적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나마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고 할 수 있다[16].

3.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

으므로, 기술적 속성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대응체계

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급격

한사회변화에사후적으로대처하게될경우에는효과적

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17].

현행법 중에서 내용상 인공지능 분야에 적용될 여지

가 있는 것으로는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

별법 등 다수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 주된 입법 의도이기 때문에 인

공지능에관한제반문제들에대해종합적으로대응하기

에한계가클뿐아니라개별적으로입법이진행되는과

정에서 상호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정비의필요성또한매우커보인다. 또한현행

손해배상법및계약법은손해발생의원인행위가권리의

무의 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직접 행해지거나

또는그책임영역내에서예견가능성이있음에도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러나인공지능의경우에는전술한바와같이운용자의

예견가능성이배제된상태에서인공지능스스로에의해

고도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반면인공지능자체는권

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

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학습과 추론을 통

한고도의의사결정능력을갖추었음에도권리의무의주

체가 될 수 없는 인공지능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고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융합적인 환경 속에서는 총괄

적인조정원칙등을제시할수있는추진체계가필요한

점,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공지

능개발및활용과관련한윤리적기준및원칙을제시하

고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점 등도 포괄적인 기본법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

다[18].

한편으로, 전항에서설명한개별적인보완점들의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지

만, 그 대부분은의료등다른분야에서의인공지능활용

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공통적인 사항들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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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산업 분야의 개별법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하기보

다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에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특정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특수한 사항들에 한하여 해

당 산업에 관한 개별법에 추가로 규정하는 이원적인 체

계가인공지능관련문제에대한체계적인대응및산업

별규제간의일관성확보등의측면에서있어서훨씬효

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을 제정

할경우, 여기에는인공지능의정의, 인공지능기술의발

전 및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체계,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등과 같은 위험관리 체계,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있어서의 개발자 및 운영자의 법

적지위,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등피해자보호에필요

한조치등에관한규정들이포함될필요가있다고생각

된다.

이런관점에서볼때, 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지능

정보사회기본법안(의안번호 2005749)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19]. 위 법안은 2017. 2. 23. 강효상의원등 16명이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써, ”지능정보

사회발전의기본방향과민관협력의제도적토대를제공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더불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된 인간 중심

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6장 35개의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ill

title
number of
provisions

chapter 1 General rules 4

chapter 2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strategic committee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12

chapter 3
Policy making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5

chapter 4 Ethics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3

chapter 5
Building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7

chapter 6 Supplementary rules 4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위 법안은 인공지능의 고도화

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입법권력이

시의적절하게 반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공지능의

활성화촉진측면과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관

리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법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에충분한형태를취하고있

다.

다만, 1) 동 법안 제26조(책임의 일반원칙) 제2항에서

인공지능서비스제공자에게고의∙과실이없는경우면

책을인정함으로써결론적으로현행법체계와유사한입

장을 취하고 있는 점, 2) 동조 제3항에서 손해배상보험

가입이서비스제공자의선택사항으로규정되어있는점,

3) 제27조(이용자권리보호의원칙)에서권리보호의대

상으로 지능정보기술의 직접적인 이용자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거래행위의 상대방 등 지능정보기술의 영향권

내에있는제3자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없는점등은

고도로발전된형태의인공지능시대에부합한다고보기

어렵고,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 결론
지금까지의논의를정리하면, 현행법체계로는인공지

능로보어드바이저의활용증가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

고 금융소비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보

완책으로서운용사의 이상거래신속탐지체계구축 의무,

무과실책임,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한

편, 위험관리를 위한 절차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

정을도입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이러한사항들은인공

지능의고도화에수반되는위험의최소화를위해기본적

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각 산업 분

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개별법

에 반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

을 제정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인공지능기술은우리가미처인지하지못한사

이에 의료, 금융, 교통, 행정, 치안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와 있다.

최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급 바둑 기

사들과의 대결에서 완승하고 바둑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향후 질병 치료, 에너지 개발, 혁신적인 신소재 찾기 등

인류의난제해결에주력하겠다는목표를제시한것에서

보듯이 그 성능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 이처럼인공지능기술의발전 속도가 눈부실 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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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시대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

려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일반론적인 담론의 수준을 넘어 구

체적인법리관계를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현행법체계

에대한제도적보완점을제시함으로써인공지능시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이 법제화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보이지 아

니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취한 접근법과 마찬가지

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결과물이 인공지능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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