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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정보의 유통이 촉진됨에 따라 個人情報(personal
data) 1)의 유출 또는 오 ·
남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data subject)의 권익이 침해받을 가
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한 나라만의 문제로 그
치지 않고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2)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일찍이 프라이버시權(right to privacy)을 基本權의 하나로
인식하여 왔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위탁연구과제로 수행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개
발 사업의 연구결과(KISA 개인정보연구 01-02)를 주제에 맞게 수정한 것임.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1)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다
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2) 藤原靜雄, 諸外國 のおける個人情報保護法制 の動向–2000年12月 , 法律 のひろば , 20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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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 및 1990년 국제연합(UN)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 지침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은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가장 선진적으로 1995년과 1997년에 회원국들에 대하여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입법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이
하 EU지침 이라 함)3)과 장거리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7/66/EC)4)을
각각 제정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아무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더라
도 정보를 전송 받은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국민의 기본권
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3년 안에 동 지침에 따라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국내 입
법을 추진5)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하여는 정보의 이전을
금하게 하는 일종의 準相互主義(reciprocity)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 회원국들의 단호한 태도는 域外國家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가 EU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제적인 정보의 유통(trans-border data flow: TBDF)이 제약을 받
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국제적인 정보의 유통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제3국 전송은 그 나라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였다(25조 1항). 이 때 EU지침에

3)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fficial Journal no L281 of 23.11.1995, p.31. 동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 원
칙을 거듭 확인하고,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각 회
원국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3국으로의 정보
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정보보호수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4)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의하여 1997년 12월 15일 채택된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을 말한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이 일반적인 지침이라면 이것(97/66/EC)은 통합서비스, ISDN 및 공중 디지털 이동망
등 공중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따로 제정된 것이다.
5)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의하면 지침(Directive)은 달성하여야 할 결과에 대하여 회원국을 구속
하지만 그 방식 및 수단(즉 국내 입법조치)에 대하여는 회원국에 맡겨져 있다(EC조약 189조).
이에 대하여 규정(Regulation)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고 그 모든 요소에 대하여 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경우 시한인 1998년 10월 24일
까지 일부 회원국들이 국내전환(transposition)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자 EU 집행위원회는 1999
년 7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6조에 의거하여 유럽재판소에 사법청구를 하기에 앞서 프랑
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하여 독
촉장(reasoned opinions)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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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제3국에 의한 보호의 적정수준은 하나의 정보이전작업 또는 일련의 정보이전작
업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정보의 성질, 예정되어 있는
처리작업의 목적과 기간, 정보 송신국과 최종 수신국, 당해 제3국에서 유효하게 시행되
는 일반적 ·
분야별 법규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전문적 법규범과 보안조치를 고려하여
야 한다(25조 2항).
따라서 法制面에서 개인정보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업계의 自律
規制(industry self-regulation)에 의하여, 또는 정보전송자와 수신자간의 契約에 의하여 개
인정보보호를 보완할 수 있으며(contractual solutions), 일정 요건하에 EU 회원국들은 제
3국과의 정보유통을 허용하게 된다. EU지침에 부합되는 개인정보보호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원칙적으로 EU 회원국들과 정보교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EU지침의 개인정
보보호 규정은 직접 ·간접으로 域外適用(extraterritorial application)되고 있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계약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을 때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EU 회원국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표 1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관련 법률
분야별

일반

실 정 법 규 (주무관청)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
주민등록법률( "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국가정보원)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 전자서명법(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

전기통신

-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부)
- 전파법( " )
- 통신비밀보호법( " )

금융신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산업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산업자원부)
- 무역업무 자동화에 관한 법률( " )
- 공업 및 에너지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

의료

-

의료법(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의료보험법( "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
전염병예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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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個人情報保護 契約의 필요성
1. 意 義
유럽 각국은 개인정보보호를 人權문제6) 내지 憲法上의 이슈로 다루고, 개방형 네트
워크인 인터넷상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EU의 정책
자세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7) 美國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서는 EU 회원
국들과의 정보교류를 위해서라도 EU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8)
만일 어느 나라가 법제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하다면 업계의 自律規制 또는 契
約 베이스로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제적인 정보유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경우에 EU 회원국으로부터 정보이전을 받는 제3국의 정보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의 위탁연구를 수행한 벨기에 나뮤르 소재 평화 노트르담 대학교
(FUNDP)의 정보와 법 연구소 (CRID)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OECD 8원칙 중에
서 정보주체에 초점을 맞춘 다음 4원칙을 강조하였다.9)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시되는 것
이 개인참여의 원칙과 목적의 원칙이다.

6)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는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가정, 통신
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고 하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행사에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간섭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일정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
권재판소(European Court on Human Rights)는 동성애, 전화 및 통신감청(surveillance), 정부의 주
민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공개에 대해서도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고 보고 있다. 핀란드에서 남편의 형사소송절차 중에 원고의 동의없이 HIV 감염과 같은 의료
정보가 공개된 데 대하여 인권재판소는 그러한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의 사생활과 가족
생활, 사회생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적절한 진료를 기피하게 만
들어 전염병 예방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Z v. Finland (25 February 1997).
Yearbook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98,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p.96-114.
7) 藤原靜雄, 전게 논문, 11면.
8) EU 집행위는 헝가리와 스위스에 대하여는 유럽회의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체약국
으로서, 미국하고는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전송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과도 협상을 개시하였다.
9) Centre de Recherche Informatique et Droit, Preparation of a methodology f or evaluating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Annual Report 1998 (XV D/5047/98), DG Intern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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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個人參與의 원칙
정보의 유통과 처리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전제조건이다. 정보주체에 대하여 정보의
존재를 통지하여야 하며[통지의무], 접근이 용이하고 무료이거나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접근권의 보장]. 그리고 정보의 관리주체, 처리목적, 보존기간 등의 정보를 정보주
체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目的의 원칙
정보수집 목적 이외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정보의 사용을 금하며, 정보수집 ·이용
에 있어서 정보주체와 공동협의절차(계약, 공동협약)를 거치든가, 외부의 독립된 통제
수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이때 목적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
다[목적의 명확성].

③ 比例性의 원칙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정보는 최소기간만 보존하여야 한다.

④ 品質의 원칙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는 수시로 갱신(update)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사람
(data subject)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권리구제(remedies)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
히 전자상거래(B2B, B2C)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제3 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y)로 하여금 계약상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으로 이
러한 관계가 설정된 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상법 639조), 제3자를 수익자로 하
는 신탁(신탁법 51조)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 要 件10)
우리 民法은 제539조 제1항에서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
10) 李銀榮, 제3판 債權各論 , 박영사, 2001, 191～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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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계약 방식으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第3者 受益約定(third party beneficiary clause)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결과 제3자 즉 정보주체는 제3자 수익약정의 효과로서 給付請求權이 생기며, 정보전
송계약상 송신자 및 수신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책임에 대응하는 권리, 분쟁해결방
법, 감독기관과의 협조, 준거법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채무자(정보수신자)에 대
하여 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11)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채권
자와 채무자이므로 의사표시 ·행위능력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12)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통 채권자(급부청구권이 없는 要約者)와 채무자(諾約者) 사이
에 급부와 반대급부를 교환하는 雙務契約으로 체결된다.13) 채권자가 제3자에게 급부청
구권을 취득케 하는 데에는 법률상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예: 증여, 제3자의 출연)가 존
재하여야 한다.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는 현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예: 태
아, 설립되지 않은 법인), 채무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특정되고 권리능력을 가
져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不特定多數인 경우가 많겠지만 법률상
의 권익을 갖는 정보주체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3자에게 채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채무도 부담시키는 제3자 수익약정이 가능한지
에 관하여 채무부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자기결정의 원칙상 無效이지만, 제3자
가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을 때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14) 그러나 정보처리에 있어서는 정보주체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란 상정
할 수 없다.

11) 신탁법상 제3자를 위한 신탁계약에서는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12) 제3 수익자는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의사표시에 있어서 善意의 제3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13) 제3자를 위한 계약이 雙務契約인 경우(예: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인도청구권이 제3자에
게 주어진 경우) 채무자·제3자간의 급부의무와 상환성을 갖는 채권자·채무자간의 반대급부
의무가 생긴다. 이때 양자는 성립·이행·존속·소멸상의 견련성을 갖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목적물 멸실시 쌍무계약의 위험분담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는 반대급부의
무를 면하게 된다.
14) 법원에서는 제한없는 認定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65.11.9 선고 65다16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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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效 果
제3자 受益約定이 있으면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급부청구권을 갖는다. 채
무자는 계약에 기한 抗辯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542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의 내용인 급부이행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주체는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당해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
채무자(정보수신자)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에 同意하였는지 여부가 전부일 것이다.
채권자(정보송신자)는 제3자(정보주체)에 대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3자
의 수익거절에 따른 급부청구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수익자 및 급부의
변경권,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등을 가진다.

Ⅲ. 契約方式에 의한 個人情報保護
1. 序
EU지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제3국에의 정보이전을 금지하고 있으
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보관리자가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의 보호,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그에 상응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각 회원
국이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게 하였다.15) 이러한 보호대책은 통상 계약서에 규정
되어 있는 바, EU지침 제26조 제4항에서는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어떠한 계약서 조항이 제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16)

15)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EU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보고서(Working Document)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Applying Articles 25 and 26 of 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참조.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dataprot/wpdocs/wp12en>
16)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 제2항은 정보관리자(controller)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는 경우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집행위원회
가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에 따라
각 회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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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전에 있어서 계약을 가지고 규제하는 방안(contractual solutions)은 일찍
이 1992년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집행위원회(Commission)에서 검토한 바 있으며, EU지침에 규정된 것을 계기로 많은 전
문가들이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실제로도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널리 적용되
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시티뱅크의 철도카드 (Bahncard) 17)를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2. 域內 情報移轉에 있어서 契約의 활용
EU 域內에서 계약서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처리에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책임을 지고
정보처리자(processor)는 단지 정보의 보안(security)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보처리의 목적과 수단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가 정보관리자이고, 정
보처리자는 단순히 정보처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U지침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 수행은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관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 계약 또는 법규로
써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처리자는 정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 EU지침의 보안에 관한 책임이 정보처리자가 설립되어 있는 회원국의 국내법상으
로도 유효할 것
위의 규정은 지침 제16조에 정한 원칙을 부연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정보관리자로
서 행동하는 자는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의 지시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역내에서 정보를 송신하는 자와 제3국에
서 이를 수신하는 자 등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을 두 당사자에게 어떻게 분담시키느냐 하는 것은 계약으로 정하게 되는데, 제3국
의 정보수신자가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정보주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安全對策을 강구하도록 하면 된다.
17) 1994년 독일철도(Deutsche Bahn AG)는 시티뱅크 독일현지법인과 제휴하여 기차를 자주 이용
하는 여행자들에게 비자카드 겸용의 철도카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 철도카드가 미국에서
제작되는 관계로 미-독간의 데이터 유통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지간 개인정보보호
약정 (Agreement on Inter-territorial Data Protection)을 체결하고, 독일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
이 미국 제작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측 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독
일철도와 시티뱅크 독일현지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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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지침과 EU 회원국의 실정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
의 역외 이전에 있어서 계약은 정보관리자가 적절한 안전대책을 취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계약서 조항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핵
심적인 사항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特別要件
EU지침 제26조 제2항의 적절한 안전대책은 앞에서 언급한 적절한 보호의 내용과 일
치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과 그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목적 제한의 원칙
- 정보의 질, 비례의 원칙
- 투명성의 원칙
- 안전성의 원칙
- 열람 ·정정 ·
거부의 권리
- 非契約當事者에 대한 정보이전의 제한
상황에 따라서는 그밖에 민감한 정보, DM(direct marketing), 자동적인 결정에 관한 원
칙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계약서에는 개인정보의 수신자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도록(예: 목적의 특정, 개인
정보의 범위, 정보보유의 기간, 보안대책 등) 상세한 규정을 두고, 제3국에서 EU지침과
비슷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칙이 실제로 적
용되는 방법(예: 실천강령, 고지, 감독기관의 자문기능)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세 가지이며, 이는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 개인 정보주체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위반시에 피해당사자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적절한 감독 내지 시행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개인정보주체를 지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란 불가
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상을 편의상 逆順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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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情報主體에 대한 是正措置
독립된 기구가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고 보상을 받게 해주는 시정조치(redress)는
정보의 송신자(transferer)와 수신자(recipient)간에 계약상으로 취급하기에는 간단한 문제
가 아니다. 그 준거법(applicable law)이 이러한 계약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의 이전이 일어나는 EU 회원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겠지만, 계약상으로 제3자에
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보수신자가 이전받
은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수단 ·조건을 선택할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될수록 정보주체
의 법적 안정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선호되는 해결방법은 정보수신자가
이전받은 정보 또는 정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신자는 송신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여야 하며, 정보가
EU 밖으로 나가는 경우 당해 정보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역내에서 정보를 이전한 송신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정보를 송신하는 자가 정보관리자가 되고 수신자는 계
약에 의하여 단순히 처리만 할 뿐이다. 정보에 대한 관리 ·통제는 EU 회원국의 당사자
가 하는 것이므로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이 제3국에서의 정보처리에도 계속 적용되며,
정보관리자가 회원국법에 따라 불법적인 정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시티뱅크의 철도카드에 적용되었던 管轄地間 協定(inter-territorial
agreement)에 규정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약서에 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다른 용도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철도카드 케이스에서는 독일법이 적용된 결과
제3국에서의 정보처리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수신자는 EU 역내의 정보관리자에 대하여 정보처
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수신자가 자신의 용도에 맞게 정보를 임차하거
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정보관리자로서 자유자재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회원국의 법이 계속 자동적으로 적용되거나 정보송신자의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
한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계약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
권을 부여하는 법제 하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송신자와 수신자간의 계약만으로도 권
리를 취득하게 된다. 계약상으로 정보주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仲裁節次를 두고, 사업자
의 자율규제 규약에서도 중재절차를 인정한다면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다 확실해질 것
이다.
만일 송신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신자가 정보보호 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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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면 정보주체는 수신자의 그릇된 행위에 대
해서도 송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송신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수신자에게 구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여행사 등은 고객과의 去來約款에
이러한 계약조항을 포함18)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만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이 없다면 회원국 법률상으로 역외 정보전송시에는 수
신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情報主體에 대한 支援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보주체가 당면하는 어려운 문제는
특정 경우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적인 구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가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정보처리에 대하여 감시하
고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역내 다른 회원국하고는 상호공조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역외의 제3국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장이 없는 만
큼 계약 베이스의 정보전송에 있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한 가지 방법은 송신자 소속국가의 감독기관이 제3국에서의 정보처리에 대
해 조사할 수 있도록 계약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감독기관이 지명하
는 전문회사에 위탁하게 되지만, 감독기관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수신자가 정보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의
심스러울 때에는 EU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을 법
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불만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독기
관에 통보하기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보장은 제3국으로 정보이전이 이루어
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어떠한 해결방법을 취하든 간에 EU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제3국에서의 정보처리를
조사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과연 적합하고 현실적이며 타당한지(proper, practical or
indeed feasible)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18) EU 표준계약서는 그 내용의 수정·변경을 허용치 않으므로(10조) 거래약관은 이를 100% 포
함한 내용이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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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情報保護原則의 준수
설령 정보주체의 불만이 없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을 준수한다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계약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를 제대로 지
키지 않았을 때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회원국이 계속하여 정보처
리를 감시하는 경우에도 정보수신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역내의 정보송신자가 대신 책임을 지고 수신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도 있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책임은 수신자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하게 하는 데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계약상으로 해결하려면 외부의 전문감사기관에 의하여 검증 받
게 할 필요가 있다.

(4) 相衝되는 法規의 문제
계약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수신자가 속한 나라(경찰,
법원, 조세당국)에서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법규
정은 어떠한 계약서 조항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EU지침 제16조에도 규
정되어 있지만, 정보의 공개는 동 지침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사회의 공공질서
(ordre public)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암스텔담 조약19) 제6조에서도 유럽인
권협약(ECHR)을 존중한다고 하고 있다. 제3국에서도 EU에서처럼 국가가 기업이나 단
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만큼 계약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 경우 그러한 국가로의 정보이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契約書 활용시의 유의점
위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
인 정보이전에 적합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정보이전의 목적과 조건을 상
세히 규정한다고 하여 계약서의 표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양

19) 암스테르담 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을 개정한 조약을 말한다. 국제
정세의 급변, 경제의 글로벌화, 유럽내 테러·범죄의 증가, 환경과 공중보건 문제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원국 정상들이 2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1997년 10월 2일 조인하고 15개
회원국의 비준을 얻어 1999년 5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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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원용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맞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처리가 EU 역외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약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데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있고 제3국에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서가 적합한 해결방안일 수도 있지만, 계약만으로는 적절한 안전대책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구체적인 정보이전에 맞게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이전이 비
슷비슷하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그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상의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계약당사자가 大企業으로서 이미 공공규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으로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신용카드거래, 항공기
예약 등의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하며, 계약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多
者間 協約이 체결되어 있다면 法的 安全性(legal security)은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보이전의 당사자가 관련기업이거나 系列關係에 있는 경우 계약의 준
수 여부를 조사하기 쉽기 때문에 계열기업간의 정보이전은 계약서만으로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小 結
EU 域內에서는 계약서가 정보관리자와 그의 위탁처리자 사이에 정보보호 책임을 나
누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때에는 정보수신자가 정보보호 규
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은 정보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제공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계약상의 안전대책이 충분한지 여부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에 대한 평
가기준과 일치한다. 계약서에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
이 규정되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목적과 수단, 정보처리의 조건, 정보보호원칙이 시행되는 방법 등이 명
시되어야 한다. 계약상으로 정보수신자가 그의 재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
는 권한을 제한하면 할수록 법적 안전성은 확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는 되도록
이면 송신자가 제3국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수신자가 정보처리에 관하여 자율성을 갖는다면 계약서 하나만으로는 정보주
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역내의 송신자가 제3국에서의
정보처리 결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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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원칙을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이러한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에게 정보가 전송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원칙이 정보전송 후에도 지켜진다는 신뢰는 수신자가 정보보호의 준수에
관하여 정보보호 감사/인증기관 등 외부의 검증을 받는 경우에 제고될 수 있다.
계약상의 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이의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EU 회원국의 감독기관들은 독일 철
도카드 사례에서와 같이 제3국내 정보처리회사에 가서 現場調査를 할 수 있음을 제3
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계약상의 해결방안은 신용카드, 항공권 예약 등과 같이 비슷한 성격의 정보이전이
대량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소수의 사업자가 이미 공공감시와 규제를 받고 있는 국제적
인 네트워크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지사간 또는 계열기업간의 정보이전
에 있어서도 계약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
본권보장의 범위를 넘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는 계약서만으로 정보보호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안전지대는 못된다고 하겠다.

Ⅳ. EU 標準契約書의 내용
1. 根 據
EU 집행위원회는 계약 방식의 안전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 7월
15일 제3국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표준계약서

20)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이하 표

준계약서 라 함)에 관한 결정을 승인하였다.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
는 제3국에서 정보처리(data processing services)가 이루어질 때 송신자(data exporter)와
수신자(data importer) 간에 동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 특히 제3자 受益條項이 두고 있으며 수신자의 정보처리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 Commission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under Article 26(4) of Directive 96/46/EC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processors established in third countries. 표준계약서는 2001년
9월 3일자로 발효되었다. EU에서는 표준계약에 이어 제3국에서의 데이터처리를 위한 모델계
약, DM을 위한 모델계약 등 특정 분야의 모범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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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構 成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23개에 이르는 前文(recital)과 7개의 조항, 부속서(annex), 첨부
문서(appendix)로 구성되어 있으나 條約文의 형태로 작성된 原文은 인터넷21)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표준계약서의 내용만 소개하기로 한다.
표준계약서는 첨부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며, 회원국 내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EU지침을 시행하는 다른 회원국의 國內法 적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역외 제3국의 수신자가 송신자의 위탁을 받아 단지
데이터 처리기관(processor) 노릇만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송신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결정서 2조).

3. 標準契約書의 주요 내용
(1) EU 기준에 따른 定義와 準據法 지정(제1조)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special categories of data), 정보처리,
정보관리자, 정보처리자, 정보주체, 감독기관, 기술적 ·관리적 보안조치(technical and
organisational security measures) 등의 용어는 당연히 EU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같은 의미
로 쓰이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준거법(applicable data protection law)도 송신자가 소
재하는 EU 회원국에서 정보관리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본권, 프라
이버시권에 관한 법제를 말한다.

(2) 정보이전의 세부사항(제2조)
정보의 상세한 이전, 민감한 정보, 정보이전의 목적은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첨
부문서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3) 제3자를 위한 조항(제3조)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개인정보의 주체는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제3
21)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dataprot/news/sccproc.pdf>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dataprot/news/clauses2faq.htm>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dataprot/news/clauses2.htm>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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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y)로서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의무(obligations)와 책임(liability)
에 대응하는 계약상의 권리, 분쟁해결방법, 감독기관과의 협조, 준거법 등을 주장하고
계약 종료후 당사자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서 이에 해당하
는 조항은 제4조, 제5조(a),(b),(c),(d),(e),(f) 및 (h)호,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그리고 제11조이다.

(4) 情報送信者의 의무(제4조)
송신자는 다음 사항을 약속하고 보장한다.
(a) 정보의 이전이 송신자가 설립되어 있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신고를 필하였고) 관련법규를 위배하지 아니하
였음.
(b) 수신자에게 오직 송신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본 계약에 따라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계약기간 내내 지시할 것임.
(c) 기술적 ·
관리적 보안조치를 충분히 보장하는 수신자를 선정하였고, 해당 개인정
보보호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우연한 또는 불법적인 훼손, 멸실, 변
경, 무단공개 ·열람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특히 망을 통하여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함에 있어 정보처리 및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첨단기술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적절한 보안수준이고, 송신자를 이러한
조치를 준수할 것임.
(d)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가 미
흡한 나라에 전송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거나 고지할 것임.
(e) 수신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 또는 감독기관의 문의조회가 있었음을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내에 알리기로 함.
(f)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기로 함.

(5) 제3국 情報受信者의 의무(제5조)
수신자는 다음 사항을 약속하고 보장한다.
(a) 오직 송신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송신자의 지시와 본 계약서를
따르고 어떠한 이유로 이를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송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며, 이 경우 송신자는 정보의 전송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b) 송신자의 지시 및 계약상의 수신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고 생각지 아니하며, 법령의 변경으로 수신자의 보장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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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지할 것이고, 이 경우 송신자는 정보의 전송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송신자가 전송을 계속하거나 중단을 철회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에게 전달하
기로 동의함.
(c) 송신자에 대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요
구를 받았거나, 종업원 기타의 자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또는 우연히 또는 권한없는 정
보의 열람이 있었음을 즉시 통지하기로 함.
(d)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받은 요구사항을 자신이 회신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고
즉시 송신자에게 통지하기로 함.
(e) 첨부문서에 해당되는 기술적 ·관리적 보안조치를 취하였음.
(f)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송신자의 요구사항을 즉각 적절히 이행하고 관계 감독기관
에 협력하기로 하며,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당국의 권고를 따르기로 함.
(g) 송신자의 요구에 따라 송신자 또는 그가 (필요시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독립되고 전문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 의하여 정보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기로 함.
(h) 정보주체가 송신자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본을 제공하기
로 함.

(6) 送信者와 受信者의 責任(제6조)
① 정보주체가 본 계약 제3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신자로부
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② 만일 송신자가 잠적하였거나 지급불능이기 때문에 제3조에 규정된 수신자의 의
무위반으로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송신
자에 대하여 하듯이 수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③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계약위반에 책임이 있다면 다른 당사자는 처음 당
사자가 어떠한 비용이나 손해,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면책은 송신
자가 수신자에게 그러한 청구를 즉시 알리고, 수신자는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항변하
거나 화해를 하는 데 송신자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7) 紛爭解決方法(제7조)
① 수신자가 정보주체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정보주체가 제3자 수익
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수신자는 정보주체의 결정에 따라 (a) 독립기관 또는 감
독기관의 조정(mediation)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b) 송신자가 설립된 회원국에서
재판을 받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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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신자가 설립된 국가가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체약국인 경우 수신
자는 정보주체와의 합의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중재(arbitration)에 의할 수도 있다. 양
당사자는 이상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다른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하여 구
제를 받을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상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데 동의한다.

(8) 監督機關에 대한 협조의무(제8조)
① 송신자는 감독기관의 요구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서의 사본을
감독기관에 기탁(deposit)하기로 한다.
② 양 당사자는 감독기관이 송신자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범위와 조건
으로 수신자에 대하여도 검사(audit)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9) 準據法(제9조)
이 계약서는 송신자가 설립되어 있는 회원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10) 變更 禁止(제10조)
이 계약서의 조항은 양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 ·변경할 수 없다.

(11) 情報處理 終了後의 義務(제11조)
① 정보처리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수신자가 송신자의 선택에 따라 전송받은 개인정
보 일체 또는 그 사본을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기로 하며, 송신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
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법령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는 개인정
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더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기로 보장한다.
② 수신자는 송신자 및/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기로 보장한다.

(10) 표준계약서 添附文書
첨부문서(appendix)는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양 당사자가 해당 사항을 기재
하고 서명한다. 부록에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업무활동을 기술하고 정보주체가 속한 범
주를 약술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개요와 민감한 정보의 내역, 정보처리내용(processing
operations)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첨부문서에는 수신자가 취하는 기술적 ·
관리적 보안조치의 상세를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