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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 리 말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정보의 유통(trans - border data flow : T BDF )이 급

증함에 따라 個人情報(personal data )1)의 유출, 오·남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dat a

subject )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한 나라의 국내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2)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일찍이 프라이버시權(right to privacy )을 국민의 基本權

의 하나로 인식하여 왔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 ion of

Privacy and T ransborder Data Flow s of Personal Data )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에 권

고하였으며,3) 국제연합(UN)에서도 1990년 12월 총회의 결의로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 지침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

1 )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위탁연구과제로 수행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개발 사업의 연구결과[개인정보연구01- 02]를 본 주제에 맞게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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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http :/ / w w w .oecd.org/ dsti/ sti/ it/ secur/ prod/ PRIV - EN .HT M > . OECD는 1998년 10월 범세
계적 네트워크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 에서 1980년에 채택한 8원칙이 인터
넷 환경에서도 적합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각국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을 정한 바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은 1995년과 1997년에 회원국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

내 입법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 46/ EC, EU지침 )4)과 장거

리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7/ 66/ EC)5)을 각각 제정하였다. EU 집행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아무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더라도 정보를 전송 받은 제3

국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3년 내에6) 동 지침에 따라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國內立法7)을 추진토록 하는 한

편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하여는 정보의 이전을 금하게 하는 일종의 準相

互主義(reciprocity ) 입장을 취하였다.8)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위와 같은 EU의

정책자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9) 왜냐하면 EU지침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域外適用

4) Direct iv e 95/ 46/ EC of the European Parliam ent and of th 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 e prot ect ion of in dividu als w ith regard to the proces sin g of per son al data an d on
the free m ov em ent of such dat a , Official Journal n o L281 of 23.11.1995, p .31.

5)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의하여 1997년 12월 15일 채택된 지침 (Direct iv e 97/ 66/ EC of the
European Parliam ent an d of the Council of 15 Decemb er 1997 concernin g th e proces sing
of per son al dat a an d the protection of priv acy in th e telecommunicat ion s sector )을 말한
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 (95/ 46/ EC)이 일반적인 지침이라면 이것 (97/ 66/ E C)은 통합서비스,
ISDN 및 공중 디지털 이동망 등 공중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따로
제정된 것이다.

6)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1995년 10월 24일 채택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1998년 10월
24일까지 각 회원국에서 지침 내용을 시행할 것 (즉 국내입법 조치 완료)을 요하였다. 그러
나 EU 조약법상 동 지침의 발효일은 EU관보에 실린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이다. Art icle
29 Data Protection W orking P arty , F ourth A nn ual R ep ort covering the Y ear 1999 ,
5019/ 01/ EN W P46, F ootnote 5, 17 M ay 2001, p .5.

7)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의하면 指針 (Direct iv e)은 달성하여야 할 결과에 대하여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그 방식 및 수단(즉 국내 입법조치)에 대하여는 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EC조약
189조). 이에 대하여 規定(Regulat ion )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고 그 모든 요소에 대하여 의무
가 지워져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경우 시한인 1998
년 10월 24일까지 일부 회원국들이 國內轉換(tr an sposit ion )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자 EU 집
행위원회는 1999년 7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6조에 의거하여 유럽재판소에 사법청구를
하기에 앞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
아 정부에 대하여 독촉장(r easoned opinion s )을 발송하였다.

8) EU지침은 제25조 제1항에서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제3국 전송에 대하여 제3국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 (adequ ate lev el of prot ect ion )를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야 한다 는 원칙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3국에 의한 보호의 적정수준은 하나의 정보이전
작업 또는 일련의 정보이전작업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정
보의 성질, 예정되어 있는 처리작업의 목적과 기간, 정보 송신국과 최종 수신국, 당해 제3국
에서 유효하게 시행되는 일반적·분야별 법규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전문적 법규범과 보안
조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행위원회가 제3국이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문제가 된 제3국으로의 정보이
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藤原靜雄, 전게 논문, 11면.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되는 결과 그 지침에 부합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

지 못하는 나라는 EU 회원국들과 정보교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EU 회원국들과의 정보 교류를 위해 EU지침을 따

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IT )의 强國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

로 한다.

II . 國內法의 域外適用 문제

1 . 美國의 경우

본래 역외적용이란 獨占禁止法의 대외적용을 가리키는 말로 , 자국의 영역 밖에

서 행해진 競爭制限行爲가 자국의 영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

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制定法은 그 나라의 領域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屬地主義 ), 경

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면서 각국은 자국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

하여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1) 미국

의 경우 셔먼법과 클레이튼법 등 연방독점금지법은 외국과의 거래나 통상을 제

한하는 독점 기타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였는데 , 1940년대의 알코아 사건 12) 이

래 외국에서의 경쟁제한 (카르텔 형성 ) 행위가 미국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

도하였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影響理論 (효과이

론 : effect s doctr ine)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독특한 역외적용 이론

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미국 법원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을 다소 완화하였다 . 즉 팀버레인 사건 13)에서 미 연방고등법원은 獨占禁止法을

역외적용함으로 인해 외국이 입게 될 불이익이 미국이 얻게 될 이익보다 클 경

우에는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는 동일한 분쟁에

10) 양명조, 국제독점금지법 , 박영사, 1986, 310면.
11) 오진희, 미국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2, 2면.
12) Un ited S tates v. A lum in um Co. of A m erica , 148 F .2d 416 (2d Cir . 1945).
13) T im berlan e L um ber Co. v. B ank of A m erica , 549 F .2d 597 (9th cir . 1976); T im berlan e

L um ber Co. v. B ank of A m erica N .T . & S .A ., 749 F .2d 1378 (9th cir . 1984). 전자는 1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판결이고, 후자는 1심에서 다시 재판하여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내
려진 판결이다.



대하여 복수의 국가들이 동시에 관할권을 가질 경우 國際禮讓 (in t ernat ional

com ity )에 입각하여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국제적 관할권의 충돌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 이후 미국 법원은 연방독점금지법의 域外適用 문제를 놓고 특정 관할

권 행사가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관할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合理性의 원칙

(rule of r ea sonablen es s )14)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 연방대법원은 하트포드 사건 15)

을 계기로 외국법이 미국법의 준수를 금지하는 않는 한 국가간의 이익의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알코아 판결의 법리에 따라 미국법 (셔먼법 제1조 )을 적용

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영향이론이 역외적용기준에 관한 확립된 미국법 원

칙임을 선언하였다 .16)

미국의 실정법을 역외적용하는 문제는 독점금지에 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 ,

환경보호 , 외국에서의 증뢰행위 등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확대 적용되고 있

다 .17) 최근에는 헬름스 - 버튼法 , 이란 - 리비아 經濟制裁法 등에서 쿠바 , 이란 ,

리비아와 거래하는 외국의 기업들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가하기도 했다 .

2 . 유럽의 경우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역외적용 법률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對抗立法

(blocking st atutes )을 하는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해왔다.18) 그러나 유럽공동체(EC)를

중심으로 競爭制限行爲19)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역외적용을 인정해 오다가 유

럽재판소의 우드펄프 사건 을 계기로 역외적용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EU 회

원국들은 앞에서 소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EU 역내에서의 법

적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미칠 때에는 제3국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도 부인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정보유통은 일방적이 아니라 雙方向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직접적인 역외적용은 적잖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이를 통상압력 수단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오직 정보의 대외전송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EU지침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선언한 데 이어 국제적으로 보편성

14) 미국 대외관계법 3차 리스테이트먼트(Restat em ent (third ) of the F oreign Relation s Law )
15) H artf ord F ire I ns . Co. v. Calif orn ia , 113 S .Ct . 2891 (1993), 509 U .S . 764 (1993).
16) 오진희, 전게논문, 30∼33면.
17) 박훤일, 국제거래법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6면.
18) 미국과 EU와의 통상분쟁은 상당수가 미국 정부가 국내법 저촉을 이유로 외국 기업으로부

터의 수입, 공공구매 등의 계약을 규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 http :/ / u saeng age .org/ new s/ 970801iu st .html>

19) 이는 로마조약 제85조 (카르텔 행위), 제86조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규정되어 있다.



있는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정하고 여러 가지 보완적인 수단을 마련하여 그 충격을 완

화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관하여는 節을 바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III . EU 의 個人情報保護指針

1 . 個人情報保護의 원칙

가. 個人情報保護와 人權

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미국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시장에서의 消費者保護(consumerism )의 일환으

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20)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EU의 공식 문서에서

는 이 문제가 EU 건설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 특히 프

라이버시權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반드시 그 근거로서 유럽人權協約 21)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s and Fundamental

Freedom s : ECHR )과 유럽會議協約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 sonal

Data, Euro. T .S . No.108: CoE 108 ), EU지침 95/ 46/ EC 및 97/ 66/ EC, EU 憲章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EU指針의 적용범위

EU지침은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 지

침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 자동화 수단(automatic

means )으로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그것이 파일링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의도로 처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거나 手作業(manual)으로 하더라도 개인에 관하여 일정

20) Joel R . Reidenberg , "Priv acy Prot ect ion and th e Int erdepen den ce of Law , T echn ology
and Self- Regulat ion ", 23rd Intern at ional Conference of Data Prot ect ion Commissioner s ,
Sept . 25, 2001, Paris , p .2. 미국 포댐대의 라이덴버그 교수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모델 (policy m odel)이 유럽에서는 정치적이고 법에 의한 보장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시장에 맡겨버리는 접근방법상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
였다.

21) ECHR은 유엔인권조약의 영향을 받아 로마 외교회의에서 1950년에 채택되었고 1953년 9
월 3일 발효되었다. 동구권의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까지 망라한 40여개의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에 가입해 있다. < ht tp :/ / w w w .coe.fr/ t ablconv/ 5t .htm >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파일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동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

동조 제2항에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共同體法의 적용범위 밖에서 개인정보

가 처리되는 경우, 예컨대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안보, 형사법 분야에서의 국가활동

에 관한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또한 자연인에 의한 순수하게 개인적이거나 가정내

활동 중에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指針前文 제12,

13항).

개인정보의 내용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

자·음성·음향·영상 등의 모든 정보를 망라한다(지침 전문 제14항). 그러나 보도의

목적이나, 문학적 또는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음성 및 영상 정보의 처

리(특히 시청각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표현

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지침

9조).

2 . E U 의 個人情報保護基準

가.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가이드라인

EU지침 제29조에 의하여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작업반(Data Protection W orking

Party : DP작업반 )에서는 1998년 7월 24일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 및 제26조

의 적용에 따른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 22)이라고 하는 실무작업보고서

(working document )를 작성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 의하면 EU에서는 1980년의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8

원칙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련하였다.

① 목적 제한(purpose limitation )의 원칙: 개인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고

이용되며, 이전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유통될 수 있다.

② 정보의 질, 비례(data quality and proportionality )의 원칙: 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갱신되어야 한다. 정보는 이전·처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과도하

지 않아야 한다.

③ 투명성(transparency )의 원칙: 개인은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과 제3국에서 당해 정

보를 관리하는 주체, 기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유

일한 예외는 EU지침 제11조 2항과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22) T ran sfer s of per son al data to third countries : Applying Art icles 25 an d 26 of 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 e
< http :/ / europa .eu .int/ comm/ intern al_m arket/ en/ dat aprot/ w pdocs/ w p 12en >



④ 안전성(security )의 원칙: 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정보처리상의 위험에 비추어 적당

한 기술적 및 관리적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의 감독 하에 정보를 취급하는

자도 정보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 열람·정정·거부(right s of acces s , rectification and opposition )의 권리: 정보의

주체는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는 이를 정정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정보이전의 제한(restrict ions on onw ard transfers ):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가 이를

다시 전송하고자 할 때에는 제2의 정보수령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정보보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어야 한다. 유일한 예외는 지침 제2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EU는 위의 원칙에 추가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민감한 정보, 불특정

다수의 잠재고객에 대한 다이렉트 마케팅(DM ), 그리고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보이전이 정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보완하였다.

① 민감한 정보(sensitive data ): 인종·정치사상·신조·건강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하

여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 다이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g ): DM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제외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적인 결정(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 정보이전의 목적이 자동적인 결정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은 이러한 결정의 로직을 알아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EU는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구제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절차 및 집행

요건도 마련하였다.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와 행사방법을 잘 알고,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위반시의 제재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지원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

③ 보호규정 위반시에는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분쟁해결 또는 중재 시스템 등 적절한

구제수단이 제공될 것

나.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評價基準

EU지침의 공표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경우에 EU 회원국으로부터 정



보이전을 받는 제3국의 정보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평

가방법론(m ethodology )을 이 분야의 연구성과가 탁월한 벨기에 나뮤르 소재 평화 노

트르담 대학교(FUNDP )의 정보와 법 연구소 (Centre de Recherche Informatique et

Droit : CRID )에 위탁하였다.

CRID는 EU지침 제25조에 규정된 적절한 보호 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

음 세 가지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① 사례별 접근방법(case by case approach ):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상황은 어

차피 특정 정보이전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융통성 있고 개방적인 접근방법(flexible and open approach ): 정보보호에 대한 평

가는 국제적인 정보이동(T BDF )의 한 단면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해결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능적인 접근방법(functional approach ): 정보보호는 제3국에서 행해지는 특별하거

나 일반적인 조치 외에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보호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CRID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이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융통성 있는

수단을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담당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CRID의 연구

결과는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23) DP작업반에서는 CRID 보고서 중에서 일부 사

항(예: 보호의 원칙)을 수정한 후 앞에서 말한 1998년 7월 24일자 실무작업보고서

(T ransfers of per sonal dat a to third countries : Applying Art icles 25 and 26 of 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의 내용으로 채택하였다.24)

CRID는 첫째, 적절한 보호에 관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EU지침 제

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시의 고려사항25)은 예시적이라는 점, 셋째, 고려할

요소에 있어 처리기간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하여 CRID

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평가를 하되, 어느 특정 분야에서 적절한 보호가 행해지고 있

23) CRID, P rep aration of a m ethod ology f or evaluating the ad equacy of the leve l of
p rotection of ind iv id uals w ith reg ard to the p rocess ing of p ers onal data , Ann ex to th e
Annual Report 1998 (XV D/ 5047/ 98), DG Intern al M ark et an d F in ancial Services , 1998.

24) 부록 (Annex )에서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상정하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전되며 제3국에
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컨대, 어느
EU 회원국 주민이 제3국에 주말주택을 마련하고자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 현지 신용
정보회사가 자매회사인 영국의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해야 하는 EU 회원국 주민이 제3국의 항공기를 예약하면서 항공회사에 자신
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U 회원국의 기업이 스스로 구축한 DM용 데이터베이스를
EU 역외의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역내 주민이 DM 우편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였
다. 상게 보고서 (XV D/ 5047/ 98), p .2.

25) 주 8) 참조.



는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는 정보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

에서 법령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고, 법원의 판례와 일반 법원

칙, 협회의 자율규제규약, 전문직 윤리규정, 회사내규 등이 실효성이 있고 실제로 적

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다.

다만, 제3국에 EU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법제도·규범, 기술적인 기준이 EU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

는지 기능적 유사성(functional similarity )을 기준으로 판단[機能的 評價]하게 된다.26)

이때 CRID는 다음 네 가지의 위험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정보주체의 통제상실의 위험 -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 위험

이 높아진다.

② 재사용의 위험

③ 비례성 원칙 위반의 위험. 즉, 정보의 과도한 사용

④ 정보의 부정확성의 위험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실체법상으로 다음 4원칙

이 강조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참여의 원칙과 목적의 원칙이다.

① 個人參與의 원칙

- 정보의 유통과 처리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전제조건이다.

- 정보주체에 대하여 정보의 존재를 통지할 것[통지의무]

- 접근이 용이하고 무료이거나 비용이 적게 들 것[접근권의 보장]

- 정보의 관리주체, 처리목적, 보존기간 등의 정보를 정보주체에 제공하고 이에 관

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할 것

- 정보주체가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자유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였을 것

-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② 目的의 원칙

- 정보수집 목적 이외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정보의 사용을 금할 것

- 정보수집·이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와 공동협의절차(계약, 공동협약)를 거치든가,

외부의 독립된 통제수단을 따를 것[목적의 정당성]

- 목적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일 것[목적의 명확성]

26) 여기서 기능적 평가(fun ction al approach )라 함은 EU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제3국에 단순
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칙에 해당하는 요소가 유럽에서 알려진 것과는 성질이 다르더
라도 제3국에도 과연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EU와 동등한 보호
(equiv alent protection )를 요구하기보다는 현지의 법구조와 특색을 존중하게 된다.



③ 比例性의 원칙

-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 정보는 최소기간만 보존할 것

④ 品質의 원칙

-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것

- 정보는 수시로 갱신(updat e)할 것

이와 아울러 CRID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U 회원국의

주민에 대한 정보는 따로 특별히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상기 4원칙 각각에 대한 행동규범과 법령에 정한 실효성의 확보수단이

어떠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privacy

policy )은 구체적이고 완전하여야 하며 公的이고 그 집행에 대한 統制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해관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한 상기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制裁를 가하거나 救濟手段이 제공되도록 하

였다. 요컨대 CRID의 평가방법론은 정보의 이전 내지 이전유형의 특징과 위험요인

분석, 정보보호의 적절성 검토, 다단계·다면적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自律規制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EU지침에서는 제3국의 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보이전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법령이 아니면서 준수되고 있는 규칙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업계의 자율규제(self- regulation )가 주된 대상이 된다. 自律規制

란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동일 업무 또는 사업분야에서 정보의 내용

물이 사업 또는 업무종사자에 의해 결정되는, 다수의 정보관리자에게 적용되는 개인

정보보호 규칙을 말하는데, 협회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규약은 물론 준사법적 내용을

포함한, 의사, 은행 등 전문직에 적용되는 윤리강령과 같은 규약까지 포함한다.

EU지침은 제27조에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이 지침의 시행에 이바

지할 수 있는 行動綱領(code of conduct )을 마련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동강령은 EU 域外國家의 사업자단체들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강령 내지 규약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강

제성을 가지고 시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규약을 제정한 협회가 전체 사업자를 얼마나

대표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당해 기구가 규약을 지키지 않은 회원에게 어떠한 制裁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규제에 대한 평가는 규제의 도구가 다양한

만큼 개인정보가 제3국에 이전될 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에 자율규제가 실



제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여러 형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

은 앞에서 언급한 EU지침상의 일반원칙이지만, 자율규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으로 준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지원, 특히 개인정보 침해의 시정

및 배상에 대하여도 심사하게 된다.

자율규제 규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평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율

규제 규약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첫째,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둘째, 개인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셋째, 시정조치는 적절

한가 하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라. 契約方式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EU지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제3국에의 정보이전을 금하고 있으나,

제26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조항이 EU 집

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충분한 보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한 보호방법(contractual solutions )은 일찍이 독일 시티뱅크의

철도카드 (Bahncard)27)를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EU 역내에서 계약서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처리에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 )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책임을 지

고 정보처리자(processor )는 단지 정보의 보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EU

지침에 의하면 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 수행은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관리자에 대

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 계약 또는 법규로써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처리자는 정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 EU지침상의 책임이 회원국의 국내법상으로 유효할 것

- 정보주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3자 수익조항(third

party beneficiary clause), 회원국 감독기관에 의한 제3국에서의 정보처리 조사, 제

3자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EU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5일 제3국

27) 1994년 독일철도 (Deut sche Bahn A G)는 시티뱅크 독일현지법인과 제휴하여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비자카드 겸용의 철도카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 철도카드가
미국에서 제작되는 관계로 미- 독간의 데이터 유통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지간
개인정보보호약정 (A greem ent on Inter - t errit orial Data Prot ect ion )을 체결하고, 독일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이 미국 제작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측 당사자
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독일철도와 시티뱅크 독일현지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표준계약서 28)(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에 관한 결정을 채

택하였다.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3국에서 정보처리가 이루어

질 때 송신자(data exporter )와 수신자(data import er ) 간에 동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제3국으로 개인정보

를 포함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 E U 의 個人情報保護 判定節次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시행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한 CRID에 의하면, 제3국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려면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 정보이전의 유형, 정보보호에 관하여 아직 가공(해석이나 판단을 내리는

일)되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를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러한 정보는 주로 해당국가에서 수집하되, 정보의 송신자(수신자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할 것), 수신자(정보보호 준칙, 프라이버시 정책의 내용), 정보이용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정보보호 감독기관(dat a

prot ection authority ), 담당공무원·대학교수·변호사 등의 관계전문가를 상대로 자료

를 수집(이 경우에는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함)하거나, EU에서 지정하는 독립된 전문

기관(신용평가기관에 준하는 역할이 필요함)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CRID는 나름대로 평가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보호수준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인식,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신뢰 등 EU와 제3

국간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 자료를 토대로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 결과 초래되는 위험을

분석하게 되는 바, 수집정보의 분석/ 평가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위험분석표(risk table)에 표시하고, 민감한 정보 또는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은 비고(observat ions ) 난에 기술하게 된다.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EU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각각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

고, 정보주체에 대하여 합당한 권리(열람권, 정정권 등)를 부여하고 있는지, 외국인(특

히 EU 주민)에 대하여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구제수단은

28) Commission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 al Clau ses un der art icle 26 (4) of Directiv e
96/ 46/ E C for the tran sfer of per sonal dat a to processor s est ablish ed in third countries .
EU는 기본 모델계약에 이어 제3국에서의 데이터처리를 위한 모델계약, DM을 위한 모델
계약 등 특정 분야의 표준계약안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한 결과의 최종 해석은 EU 집행위원회

내의 전문조직(DP 작업반)이 수행한다. 최종 결정은 해당국의 정보보호 수준이 적절한

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요소의 제거 또는 감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RID가 EU 집행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작성한 이상과 같은 평가방법론에 관한 보

고서는 EU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거의 원안대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EU

측과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관하여 협상을 벌일 때에도 위에서 설명한 절차가 대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EU 판정 절차

주: ( )안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해당 조항임.

4 . E U 와 第3國間의 協商

EU지침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국제적인 정보유통(T BDF )과 관련하여

EU 회원국 DP작업반(§29) 집행위원회
정보보호

위원회(§3 1)

- EU지침에

따른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시행

-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예외

사유(§26 (1))

인정

-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법제 및 대외조약 조사

(§25 (6))

- EU 집행위

의장 과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

- 다양한 사례별

정보이전 실태

조사

- 관계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 해당국과

협상에 착수

(§25 (5))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앞

의안 제출

- 의결 (§31(2))

- 컨설팅기관의

서베이
-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적절한 수준 인정

- 적절한 수준 인정의 보류

- 적절한 수준 불인정



문제가 된 제3국과 적절한 시기에 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 동안 EU는 인터넷, 장

거리통신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미국, 스위스, 헝가리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그밖의

여러 나라와는 협상이 개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U 회원국들은 모두 유럽회의협약 (CoE 108)의 체약국인 데다 동 협약에서도 EU

의 개인정보보호원리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럽회의협약 비준국과 그

밖의 나라로 구분하여 협상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 유럽회의협약 비준국과의 협상

유럽회의협약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지침 외의 유일한 국제조약으로서 그 비준

국은 15개 EU 회원국, 노르웨이·아이슬란드와 같은 유럽경제지역협정 (European

Economic Agreem ent : EEA ) 체약국 및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위스 등의 제3국이다.

이들 제3국이 유럽회의협약을 비준한 경우에 EU지침 제25조의 적절한 수준을 갖추었

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유럽회의협약은 EU지침의 적절한 보호기준에 관한 내용상의 원칙 6개 중에서 정보

이전의 제한 을 제외한 처음 5개와 민감한 정보 에 관한 보호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

러나 개인정보보호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제3국과의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유럽회의협약 체결국을 중개지 로 하여 정보교류가 행하여질 위험이 있다.

또한 절차상으로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회의협약은 협약상의 원칙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그 위

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방법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체약국에 대하여 정보

이용자의 불만에 대한 독립된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러한 절차

없이는 정보이용자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적절히 지원할 수 없다는 문

제가 있다.

따라서 유럽회의협약 비준국에 대한 정보이전이 EU지침 제25조 제1항에 부합된다

고 보기 위해서는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비준국이 EU지침의 준수를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확보(예: 독립된 감독기구

의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장치를 갖추었을 것

② 비준국이 정보이전의 최종목적지이고 중간경유지가 아닐 것. EU 회원국이나 다른

적절한 보호가 행해지는 국가로 정보를 이전하는 경유는 제외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헝가리와 협상을 벌이고 1999년

이들 나라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 美國과의 협상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가 부문별 個別法 위주로 되어 있어 EU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

기가 어려웠다.29)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정부는 EU측과 협상을 하면서 민간 자율에

무게를 두고 세이프하버 원칙 (Safe Harbor Principles )이라는 색다른 접근방법을 제

시하였다. EU지침은 역외로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가적인 적절한 보호를 요

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를 혼합한 세분화된

접근방법을 취하여 관련기업들이 세이프하버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상무부

에 신고할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DP작업반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세이프하버 원칙의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고 예외

사유를 줄이며, 공공기관이 분쟁의 해결 등을 책임지고 관장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

을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주창자들과 소비자단체에서는 반대를 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EU측에 로비를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30) 미국의 세이프하버 원칙과 그와 관

련된 질의응답 사례집(FAQs)의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告知 (N ot ic e ) : 세이프하버 원칙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조직(organizations )은 정

보주체인 개인에 대하여 정보수집·이용 목적과 용도, 정보를 공개하는 제3자의 유형,

불만·고충이 있을 때 조직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選擇 (Ch oic e ) : 조직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지, 당초 수집목적과 양립

될 수 없는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

운 표현으로 설명하여 이를 선택할 수 있게(opt - out )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종, 정치

적 신조, 노조활동, 성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등에는 명백하

29) 예컨대 연방행정기관의 개인정보취급에 관하여는 프라이버시법 (1974년), 예산관리국
(OBM )의 정보수집에 관한 문서감축법 (1980),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비교·합성에 관한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 (1988)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밖의 개인정보는 케

이블통신정책법 (1984), 비디오 프라이버시법 (1988), 텔레커뮤티케이션법 (1996) 기타
주법과 판례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였던 미국
은 정부 차원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 (FT C)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율규제 및 기술
적 해결을 모색하였고, 상무부에서도 정보통신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
도록 하였다. 松井茂記, アメリカ- プライヴァシ- 保護法制の展開 , 法律時報 72卷10號
(2000.9), 26면.

30) EPIC & Priv acy Int ern ation al, P rivacy & H um an R ig hts : A n I n ternational S urv ey of
P r ivacy Laws and D ev elop m en ts , Electronic Priv acy Inform ation Center W ashington ,
DC, 2001, p .17.



게 이를 선택하게(opt - in ) 하여야 한다.

민감한 정보에 속하는 의료정보도 EU에서 시행된 의학실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고지와 선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송신할 수 있다(FAQ

14). 그러나 정보주체나 타인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있어서,

진료를 위하여, 비영리단체를 위하여, 고용관계에 있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FAQ 1).

③ 제3자 傳送 (On w ard T ran s f er ) : 조직은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고지

및 선택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그가 세이프하버 원

칙을 따르거나 그와 동일한 프라이버시보호를 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송신·변환·전환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 통신업자

의 경우 개인정보의 송신과 목적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FAQ 3).

④ 安全性 (S e c urity ) : 조직은 개인정보 관련기록을 생성, 유지, 이용, 보급함에 있어

손실과 오용, 무단접근, 공개, 변경, 파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정보의 無缺性 (D ata Inte g ration ) : 개인정보는 세이프하버 원칙에 적합하도록

사용목적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 당초 수집목적 또는 정보주체가 허가한 목적

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⑥ 接近 (A c c e s s ) : 정보주체는 조직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FAQ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열람 청구가 모

호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넓거나 열람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국가안보·공공의

안녕질서 등 공익에 배치될 경우에는 조직은 정보접근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본다.

⑦ 實行 (Enf orc em en t ) : 프라이버시 보호는 원칙의 준수와 이를 위배함으로써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원칙을 따르지 않은 조직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세이프하버 원칙은 미국과 EU의 合意사항일 뿐 국제적인 協約은 아니다. 그

렇다 해도 동 원칙은 정보화사회의 국제적인 정보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

망이다. 별도 입법 없이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한다는 것이

지만, 미국내 조직은 세이프하버 원칙을 따르기로 정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

기관이 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

다.31)



다.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는 1990년 초 개인정보의 공정한 취급을 위한 원칙 (National

Principles for the F air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을 공표하고 EU 측과 비공

식 협상을 개시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기업은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을 따르거나 강령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그밖에 집행위원회는 캐나다, 일본, 홍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추진 상황을 알아보고 관련자료를 DP작업반에 전달하는 등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IV . EU 指針에 대한 對應方案

1 . 槪 觀

EU에서 채택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 받은 경우 해당국은 미비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정보교류에 있

어 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제3국의 대책으로서는 우선 관련법을 개정하는 입법적 해결방법이 있다. 입법적 해

결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EU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나라일

지라도 일정한 安全對策(safeguards )이 마련되어 있으면 정보이전을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호수준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

단하게 되는 바, 일반적으로 관련업계의 자율규제 규약, 정보이전 당사자간의 계약 내

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 경우 관련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 및

구제수단이 제공되는지를 따져보게 되며, 또 계약상의 해결에 있어서는 정보주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면서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第3 受益者(third party

beneficiary )로서의 지위 인정, 정보송신자와 수신자의 책임, 계약위반시 EU 회원국

감독기관의 조사권 인정, 그에 따른 준거법·재판관할이나 소송·조정 등에 의한 분

쟁해결에 관한 特約을 필요로 한다.

31) 백의선外,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정책연구 , 한국정보보호센터정책연구 00- 1,
2000.12, 43면.



2 . 구체적인 對處方案

가. 原 則

EU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개인정보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사례에서 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분석 검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제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

편32) 업계의 자율규제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탐지하고 보호

를 강화하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 PET s )33)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인터넷 업체들로 하여금 최근에 개발된 첨단기술 - 예컨대 P3P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자동생성기를 장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나. 公共部門과 民間部門別 基本戰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국제규범 특히 EU지침과 비교하여 볼 때 OECD

가이드라인의 8개 원칙은 비교적 충실히 법 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나, EU가 요구하는

투명성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일부 원칙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있어 개인 정보주체의 DM·정보의 자동결정에 대한 의사표

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및 구제기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감이 있다.

EU의 경우에도 EU지침 제28조에 따라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며, 기구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관할, 권한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게 사실이

다.34) 그러므로 감독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조직화하되, 중앙행정기

관에 집중시킬 필요는 없으며 외국의 예에 좇아 각계의 다양한 옴부즈만

(Ombudsman )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2)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그에 적용되는 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의 정비·개선방안에 관하여는 박훤일·박균성,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상호주의 이행방안 연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11, 75면 이하 참조.

33) 미 정부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PET s를 갖추었으므로 굳이 개인정보보호입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기존 법제를 보완
(complim ent )할 수는 있으나 결코 대체(r eplace)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EPIC, Op .cit.,
pp.47- 48.

34) EU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감독 및 구제기관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으나(동 지침 28조
1항), 각 회원국의 실정을 보면 정부부처에 속해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다소 미비점이 있다면 기본법 형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관한법률 35)의 입법을 추진중인 日本의 예를 좇아 그 내용을 충실히 한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一般法을 새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36) 아무래도 새로운 입법을 위

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준비와 사전 조정작업을 요하므로 우선 당장 EU 회

원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정보교류를 촉진하려면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미비

점을 보완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7)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관점에서 中央集權式 規制를

기피하는 대신 業界의 自律規制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일반적인 준수상황, 분쟁조정의 임의성 등에 문제

가 있고, 사업자들의 담합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같은 자율규제 방식을 취하더라도 캐나다와 일본은 산업표준과 같

은 업계의 자율규범이나 행정주도의 자율규제를 채택함으로써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

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천명

하고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U 표준계약서안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놓고, 전자상거래의 촉

진·원활화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전준비 하에 EU

집행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적절성 판정을 받기 위한 協商에 나설 필요가 있

35) 일본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안)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원칙,
제3장 국가 및 자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 등, 제5장 개
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동법 (안)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 중
언론기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36)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복수의 법을 체계화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①
기본원칙, 추진 및 감독체계 등 개인정보보호의 총칙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각칙을 정하는 개별법을 두는 방식과, ②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적 사
항을 규정한 일반법과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두는 방식이 있다. ①은 통일적
인 법체계를 정립할 수는 있지만 기본법만으로는 현안사항에 대한 입법이 어렵고 법 제정
에 많은 노력과 시일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②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칙과 각칙을 함
께 둘 수 있어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반면 소관부처의 업무성격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일반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망을 연상케 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동안 시행상의 문제
점·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7)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판정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지만 일정 분야
에 한하여 적절성 평가를 하고 일정 분야에 대하여는 적절성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
절성평가에서 제외된 분야는 업계의 자율규제 규약이나 계약 방식으로 정보의 이전을 추
진하면 된다.



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적절성 평가는 해당 국가의 주무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요청

함으로써 개시되는데,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 연방국가들이 개

인정보보호가 적절함을 판정 받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38)

EU의 평가작업이 다원적·다면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개인

정보보호 법제가 OECD 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갖추어져 있다는 점, 현재 개

인정보 전담기구에서 위반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독립성이 있는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과 제재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에서 정보보

호마크 인증 제도를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는 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법제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하거나 법규정이 부적합한 분야는 중·장기

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보완하고 우선 당장은 업계의 자율규제 규약, 개인정보보호 마

크 제도, 계약에 의한 해결 방식으로 보완하되, 정보주체의 권익을 구제하기 대한 분

쟁해결 및 재판관할권 문제는 EU식 標準契約書를 채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한 約款

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 될 것이다.

다. 業界의 自律規制 노력

EU지침 제27조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존중

하고 있다.39) 따라서 관련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협회)가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自律規制規約 내지 實踐綱領(compliance)을 제정하고, 회원사들에게 그 규

약·강령의 의미와 내용을 알리는 한편 위반시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40)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규약·강령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따를 것

38)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위한 공식 채널이 가동된 바 없는데,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그 순
위는 EU 입장에서 중요도가 큰 나라 (예: 일본 등)보다 후순위가 될 공산이 크다.

39) EU 역내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할 때에는 DP작업반에 동 규약안이 EU지침
및 회원국법에 일치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례로 유럽 다이렉트 마케팅 연맹
(F ederation of European Direct M arket in g : FEDMA ), 국제항공운송협회(Int ernation al Air
T ran sport A ssociation : IAT A ) 등이 공동체강령(Community code)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
다.

40)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권장되고 있는데, 자율규제의 주체는 사업
자단체여야 하고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자율규제의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사업
자가 그 규제를 준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의·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
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김경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1.8, 58∼59면.



- 규약·강령의 공지성을 확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모니터

링할 것

-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규약 위반 사례를 조사할 것

- 회원사의 위반시에는 제재를 가하고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로부터의

탈퇴를 명하는 등 강제성을 발휘할 것

- 회원사들의 규약 준수 여부에 대하여 司法判斷을 구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자율규제 방식은 소속 회원사들에게는 예견가능성을 높여주고 정보교류에

따른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업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行

政主導(일본의 경우)로, 또는 업계의 標準規範 형식(캐나다의 경우)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그림 2>
EU의 개인정보보호 판정 절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관련업체들이

본인 몰래 개인정보를 유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게 중

요하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policy )을 공표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협회 차원에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認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 個人情報保護 標準契約書의 도입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면 約

款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個別 契約의 형식으로 체결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여러 국제기관에서 시

안을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가 EU 회원국 소재 기업들과의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계약서(안)을 따르는 것이 무

난할 것이다.

라. 對內外 弘報의 강화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매

스 미디어는 물론 각종 강연·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물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널리 홍보되어 일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를 英譯하고 이를 상세히 해설하여 국내 기업들과 정

보교류거래를 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하

여 규정집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은 미국에서와 같이 일종의 질의응답집

(FAQs) 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의 대처방안을 간추려보면 別表와 같다.



<표>
EU指針 域外適用에의 對應方案

[출처: 법무부 통상법률 제43호, 2002. 2.]

정 부 민간 부문

당면과제

- 대내외 홍보의 강화

- 대 EU 협상준비
(주요국 사례 조사)

- 협회의 자율규제 촉진

-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시행

중기과제

- EU 집행위와의 협상에 착수

- 개인정보보호일반법의 제정

- 독립된 감독기관의 설치

- 표준계약서 (약관)의 시행

- 자율규제의 확대 시행

장기과제
-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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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 ra ct

T he Ex traterritorial Applic ation of EU Rules on Data Protection

Whon-I l Park

With the rapid increase of trans-border data flow, so has the prospect of an

infringement of the interest of a given data subject through an unauthorized release or

use of personal data. This development has made data protection an international issue.

EU has issued a couple of Directives(Directive 95/46/EC, Directive 97/66/EC), obligating

its member countries to legislate national laws to protect personal data. According to

Directive 95/46/EC( the Directive ),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a non- Member country

is allowed only when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s provided by that country.

This essentially blocks non-member countries, whose level of protection does not

meet the standards set by the Directive from engaging in trans- border data flow with

EU member countries, thus bringing up an issue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EU

rules.

The current article examines the Directive and lays out the basic principle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standards for evaluation of level of protection in

non- member countries; and the evaluation procedure. The current article then discusses

specific ways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Korea to cope with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EU rules on data prot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