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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정부는 최근 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 구현을 위한
획

1)을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종 전자거래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

치가 증대되고 정보보호 대상과 수요가 급증하였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
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식기반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가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국제적으로도 2001년의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보보호의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정보통신
망에 대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의

수정

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정보 시스템의 보호 차원을 넘어서 정보사회 모든
구성원의 정보보호 문화(cultur e of security )를 리드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3)
정보보호의 양상을 보더라도 종전에는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공개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상업적인 판매, 광
범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무차별적인 광고성 메일4)의 살포, 불공정한 개인정보 이
용행위의 증가, 종업원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시(surveillance
and m onitoring )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보유
통(tran sbor der data flow : T BDF )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많은 나라
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EU )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적
절한 수준으로 보호(adequate level of pr otection )되지 않는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정보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불만을 없애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유통이 많
은 경우에 개인정보의 이전을 수반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동시적으로 대량으로 유통
이 된다는 것, 일단 정보가 전파된 후에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이
1) 정보통신부,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 , 정책토론회 자료, 2002.7.15. < http :/ / w w w .mic.go.kr >
2) OE CD에서는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1980년 Priv acy Guidelin es , 1985년 Declaration on
T ransborder Data Flow s , 1998년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Prot ection of Priv acy on Global
Netw orks 등 중요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 http :// w w w .oecd.org/ EN/ docum ents >
3) 새로 개정될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①Aw ar eness , ②Responsibility , ③Response, ④Ethics , ⑤
Dem ocracy , ⑥Risk asses sm ent , ⑦Safeguards , ⑧Security m anagem ent , ⑨Reassessm ent 등 9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부, 전게자료, 7면.
4) 이를 통상 spam m ail , unsolicit ed comm ercial e- m ail 이라 하는데, EU에서도 그 대처방안을 둘러
싸고 贊反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중요하다는 것, 만일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개별적으로는 피해액이 크지 않아 대다수
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보호에 무관심하다는 것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가장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EU의 개인
정보보호지침5)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문에
주의깊에 대처해야 하는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E U 의 個人情報保護基準
1. EU 個人情報保護指針의 적용범위
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人權(hum an right )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이 점은 미국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일환으
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6)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前文(Recital) 제10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EU 회원
국] 국내법의 목적은 유럽인권협약7) 제8조8)와 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기본
권과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權(right t o privacy )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과 국민복지, 무질서와 범죄의 예방, 보건과
선량한 풍속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法律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9)
5) Directiv e 95/ 46/ E C of the European P arliam ent an 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 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 onal data and on the free m ovem ent
o
of such data, Official Journal n L281 of 23.11.1995. 이 지침은 3년 이내에 국내입법을 해야 하는 바
이를 지체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는 1999년 12월 EC조약 위반으로 집행위원
회에 의해 EU재판소에 제소되었다. 그러나 2001년까지 입법을 완료한 네덜란드와 독일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장거리통신 분야의 특별지침은 Directiv e 97/ 66/ EC 15.12.1997이다.
6) Joel R. Reidenberg , "Priv acy Protection and the Interdependence of Law , T echn ology and
Self- Regulation ", 23rd Int ernational Confer ence of Dat a Protection Commissioners , S ept . 25, 2001,
P a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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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하였다.
7) European Conv ention for the Pr otection of Hum an Rights an d F undam ental F reedom s . 유엔인권조
약의 영향을 받아 로마 외교회의에서 1950년에 채택되고 1953년 9월 3일부터 발효된 협약을 말한다.
동구권의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까지 망라한 40여개의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에 가입해 있다.
8)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족
생활, 가정,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고 하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행사에 공
공기관이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간섭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일정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9) EU지침에서도 제13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a)국가안보, (b )방위, (c)공공안전, (d)형사범죄 또는 규제
대상 직업의 윤리위반행위 예방, 수사 및 기소, (e)통화, 예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회원국

EU지침은 域內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 지
침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 자동화 수단(autom atic
m eans )으로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그것이 파일링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의도로 처리되는 경우에 적용된
다. 즉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거나 手作業(m anual)으로 하더라도 개인에 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파일링 시스템을 갖추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체법의 적용범위 밖에서 개인정보
가 처리되는 경우, 예컨대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안보, 형사법 분야에서의 국가활동
에 관하여 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자연인에 의한 순수하게 개인적이거나
가정내 활동 중에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EU지침
전문 제12, 13항).
개인정보의 내용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
자·음성·음향·영상 등의 모든 정보를 망라한다(EU지침 전문 제14항). 그러나 보도
의 목적이나, 문학적 또는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음성 및 영상 정보의
처리(특히 시청각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표
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例外가 인정된다(EU
지침 9조).

2. EU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EU지침 제29조에 의하여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작업반(Article 29 Data Pr otection
W orking Party : 이하 개인정보보호작업반 이라 함)에서 1998년 7월 24일 작성·공표
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 및 제26조의 적용에 따른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

10)이라는

제하의 실무작업보고서(w orking docum ent )에 의하면 EU에서는 1980

년의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을 정하고 있다.
① 목적 제한(purpose lim itation )의 원칙: 개인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고
이용되며, 이전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유통될 수 있다.

또는 EU의 중요한 경제적·재정적 이익, (f)(c)(d)(e)의 경우 공적 권한의 행사(일시적인 것 포함)에
관한 모니터링, 수사 또는 규제기능, (g )정보주체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0) Article 29 Dat a Protection Working P arty , T ransf ers of p ers onal data to third countries: A pp ly ing
A rticles 25 and 26 of the E U D ata P rotection D irectiv e, DG MARKT D/ 5025/ 98 w p12.
< http :// europa.eu .int/ comm/ int ernal_m arket/ en/ dataprot/ w pdocs > [20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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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n spar 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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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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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s on onw ar d tr an sfer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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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sitiv e data ): 인종·정치사상·신조·건강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하
여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 다이렉트 마케팅(direct m arketing ): DM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제외(opt - out )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적인 결정(autom 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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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평가기준
EU지침 제25조 제2항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제3국의 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서 정보이전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고려
할 사항이란 정보의 성질, 예정된 처리작업의 목적과 기간, 정보 송신국과 최종 수신
국, 당해 제3국에서 유효하게 시행되는 일반적·분야별 법규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전문적 법규범(pr ofessional rules )과 보안조치(security m ea sures ) 등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벨기에 나뮤르 대학

정보와 법 연구소 (CRID )11)

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EU 회원국으로부터 정보이전을 받는 제3
국에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로 보호하는지 평가하게 된다. 만일 어느 특정 분야에서
만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의 정보의 이전
만 허용된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법령은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
니고, 법원의 판례와 일반법원칙, 관련업계의 자율규제규약, 전문직 윤리규정 등이 실
효성이 있으며 실제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
물론 제3국에 EU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겠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법제도·규범, 기술적인 기준이
EU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능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機
能的 評價] 12)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U
회원국의 주민에 대한 정보는 따로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규범과 법령에 정한 수단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있다. 예컨대 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priv acy policy )은 구체적이고 완전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한 통
11) EU로부터 연구 위탁을 받은 벨기에 나뮤르 소재 평화 노트르담 대학교(FUNDP )의 정보와 법 연구
소 (CRID)에서는 평가방법론으로서 사례별 접근방법(case by case approach ), 융통성 있고 개방적인
접근방법(flexible and open approach ), 기능적인 접근방법(functional approach )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상정하여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어떻게 이전되고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
각적으로 조사하였다. 예컨대, 어느 EU 회원국 주민이 제3국에 주말주택을 마련하고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경우 현지 신용정보회사가 자매회사인 영국의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해야 하는 EU 회원국 주민이 제3국의 항공기를 예약하면서 항공회사에 자
신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U 회원국의 기업이 스스로 구축한 DM용 데이터베이스를 EU 역
외의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EU 회원국의 주민이 DM 우편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12) 여기서 기능적 평가(functional appr oach )라 함은 EU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제3국에 단순히 적용하
는 게 아니라, 원칙에 해당하는 요소(elem ent )가 유럽에서 알려진 것과는 성질이 다르더라도 제3국에
도 과연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EU와 동등한 보호(equiv alent protection )를 요구
하기보다는 현지의 법구조와 특색을 존중하게 된다.

제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또 위
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 또는 구제수단이 있는지도 알아본다.
업계의 자율규제(industry self- regulation )는 조사 및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EU에서
는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규약을 제정한 기구, 협회가 전체 사업자를 대
표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이 업계에 어느 정도 强制性을 가지고 시행되느냐 하는 것
을 중시하고 있다. 자율규제 규약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회원들이 이를 잘 지키고(good lev el of compliance ),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지원
(support

and help to individual data

subject s )과 적절한 시정조치(appropriate

redr ess )가 보장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율규제 규약은 투명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원칙을 망라한다. 이 규약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위반시의 제재수단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외부검
사를 받도록 한다. 업계의 자율규제가 적절한 보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동 규약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비회원에게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safeguards )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한 정보주체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
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된 기구가 개인의 불만과 이의를 청취하고 규
약 위반행위를 조사,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율규제 규약은 위반시의 적절한
시정조치와 구제수단, 피해보상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EU지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제3국에의 정보이전을 금지하고 있으
나, 제26조 제2항에서 정보관리자가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의 보호, 그리고 개인의 자유
와 그에 상응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각 회원국이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보호대책은 흔히 계약 방식 13)으로 해
결할 수 있는데, EU지침 제26조 제4항에서는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어떠한 계약서 조항이 제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지 결정
하도록 하였다.
13) 계약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contractual solution s )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제안도 있
었지만 원래 독일 시티뱅크의 철도카드 (Bahncard)가 계기가 되었다. 1994년 독일철도회사는 시티뱅
크와 제휴하여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비자카드 겸용의 철도카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 철도카드가 미국에서 제작되는 관계로 美- 獨間의 데이터 유통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
지간 개인정보보호약정 (A greem ent on Inter - territorial Data Protection )을 체결하고, 독일의 개인정
보보호감독기관이 미국 제작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측 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
하여는 독일철도와 시티뱅크 독일현지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계약 방식의 안전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 12월 27일
clau ses, 이하

제3국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표준계약서

14) (st andard

contractual

표준계약서 라 함)를 승인하였다.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3국에서 정보처리(data proces sing services )가 이루어질 때 정보 송신자
(data export er )와 수신자(data im porter ) 간에 동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
고 소정 절차에 따라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으면, 특히 제3자 수익조항(thir d- party
beneficiary clau se)을 두고 수신자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장검사 15)를 할 수 있게 할
경우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16)
이 경우 수신자는 송신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여야 하며, 정보가 EU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당해 정보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域內에서 정보를 이전한 송신자에게
있다고 본다. 즉 정보를 송신하는 자가 정보관리자(data contr oller )가 되면 정보에 대
한 관리·통제는 EU 회원국의 당사자가 하는 것이므로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이 제3
국에서의 정보처리에도 계속 적용되고, 정보관리자가 회원국법에 따라 불법적인 정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계약상의 해결방안은 신용카드, 항공권 예약 등과 같이 비슷한 성격의
정보이전이 대량·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소수의 사업자가 이미 공공감시·규제를 받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지사간 또는 계열기업간의 정
보이전도 계약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권보장의 범위를 넘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는 계약서만으로 정보보호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안전지대는 못될 것이다. 더욱이 정보처리가 EU 역외에서 이루어질 경
우에는 계약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제3국에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가 적합한 해결방안일 수도 있지만,
계약만으로는 적절한 안전대책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14) Commission Decision on stan 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 sonal data to
proces sors established in third countries , under Directiv e 95/ 46/ EC. 2002년 7월 15일 처음 假承認
(draft Decision )이 나왔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12월 27일 이를 수정한 최종승
인이 공표되었다. 그 부속서(Annex )로 첨부된 표준계약서는 2002년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5)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정보처리에 대하여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상호공조체제가 갖춰져 있는 역내 다른 회원국과는 큰 문제가 없으나, 域外의 제3국으
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송신자 소속국가의 감독기관이 제3국에서의 정보처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
록 계약에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실제로는 감독기관이 지명하는 전문회사에 위탁하게 되는데, 감
독기관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므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신자가 정보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의심스러울 때 EU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16) EU 표준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훤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제3자를 위한 계약 , 국제법무연
구 제6집(2002.2),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127～143면 참조.

5. 적절한 보호 原則에 대한 例外
EU지침 제26조 제1항은 제3국으로 정보를 이전할 때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가 이
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다음과 같은 例外事由(derogations )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
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공익 또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프라이버시권보다
큰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부 회원국에서는 국내법상으로 예외 사유를 더 좁게 인정하고 있다.
(a ) 정보주체가 정보이전에 명백히 同意(explicit con sent )한 경우
(b ) 정보주체와 관리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이전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이전
(c) 정보관리자와 제3자간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을 위
하여 필요한 정보이전
(d)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또는 조세·사회보장 등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보이
전 또는 소송의 제기·수행·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전
(e)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전
(f) 법령상으로 일반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公簿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어
나는 정보이전. 이 경우 공부의 열람을 청구한 자가 제3국에 소재하는지, 열람행위
가 정보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III. 第3國 情報保護水準의 評價節次
1. 일반적인 평가절차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방법론을 연구한 나뮤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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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이
러한 정보는 주로 해당국가에서 수집하되, 정보의 송신자(수신자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할 것), 수신자(정보보호준칙, 프라이버시 정책의 내용), 정보이용자 등
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정보보호 감독기관(dat a
pr ot ection authority ), 담당공무원·대학교수·변호사 등의 관계전문가를 상대로 자료
를 수집 17) (이 경우에는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함)하거나, EU에서 지정하는 독립된 전

문기관(신용평가기관에 준하는 역할이 필요함)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이다.
CRID는 나름대로 평가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인식,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신뢰 등 EU와
제3국간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 자료를 토대로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 결과 초래되는 위험을
분석하게 되는 바, 수집정보의 분석/ 평가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표시(risk table, 위험분석표)하고, 민감한 정보 또는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은 비고(observ atio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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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주민)에 대하여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구
제수단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한 결과의 최종 해석은 EU의 전문조직
(Data Pr otection W orking P arty )이 수행한다. 최종 결정은 해당국의 정보보호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요소의 제거 또는 감소를 요구
할 수 있고, 정보보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독재국가, 내전상태의 국가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정보이전을 금하게 될 것이다.

2. EU지침에 의한 절차
EU지침에 따라 특정 제3국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
하는 것은 비록 권고적인 것이고(for guidance only ), 특정 사안에 국한하는 것이지만
당해 국가의 정보통신업체에는 확실성을 안겨주고, 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제3국에 대하여는 명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더욱이 일련의 결정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일관된 접근방법을 시사하고, 각 회원국 또는 정보보호 감독기관들이 상
이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적잖은 어려움을 수반하는데, 많은 나라가 각 분야에 걸
쳐 통일된 정보보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예컨대 미국과 같이 신용기록, 비디오
임대 등의 특정 분야에만 법이 시행되는 경우), 연방제 국가에서 州마다 서로 다른 법
17) EU는 수년 전에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저명한 법학교수 2
인에게 조사분석을 의뢰하였던 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격차가 난다는 보고서(P aul M .
Schw artz and Joel R. Reidenberg , D ata P rivacy Law , Michie, 1996)를 제출받았다. EPIC &
Priv acy International, P rivacy & H um an R ig hts : A n I nternational S urvey of P rivacy L aws and
D ev elop m ents , Electronic Privacy Inform ation Cent er W ashington , DC, 2001, p.15.

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예: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문제이다. 그 결과 많
은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
는 실정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판정을 정치적인 도발 내지 차별로 보고 외
교적으로 항의를 해오기도 한다.
< 그림>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EU 판정 절차

주: ( )안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해당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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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하여 EU지침 제29조의 개인정보보호작업반에서는 지침 제25조 제6항에
따라 대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해당국의 제
도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있다. 긍정적인 판정은 일부 분야가
미흡해도 정보보호가 잘 되어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EU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결정이나 지침 제25조 제6항의 적절성에 관한 판
정은 지침 제31조에 규정된 의결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임무는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며, 제3국
의 사정을 조사하여 잠정적으로 그에 관한 견해를 밝힐 수도 있다.

EU지침 제25조 제6항의 확인절차를 거친 개인정보보호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판정
은 EU 집행위원회의 決定(Decision ) 형식으로 공표되는데, 적절한 수준에 미흡한 것
으로 판정받은 나라라 해서 개인정보보호 불량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공
식적으로 당해 국가에 대한 어떠한 일반적인 지침(general guidance)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지침 제25조 제6항에 의하여 긍정적인 판정이 나온다면 제3국으로의 대량 정보의
이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지만 당해 국가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부정적인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회원국들이 지침 제25조의 규정을 국내
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감독기관이 정보이전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에 따라 특정 또는 일
정 범주의 정보이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보호에 가장
큰 우려를 야기하는 정보이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작업반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이 크고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정보이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EU지침 제8조에 규정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이전
- 인터넷 상의 신용카드 결제와 같이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정보의 이전
- 채용, 승진, 대출의 결정 등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
정보이전을 포함한 개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이전
- 개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정보의 이전
-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전화걸기 등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이전
- 통신, 인터넷상의 거래정보 등 대량 정보의 반복적인 이전. 쿠키 등을 이용하여 은
밀하게 이루어진 신기술을 채용한 정보수집을 포함한다.

3. 정보이전 계약서의 심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EU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도 정보관리자가 계약 방식으로 정보이전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정보를 이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EU지침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각 회원국은 계약서 조항에
입각하여 정보이전을 승인하고 집행위원회에 결정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당해 승인
을 반대할 경우에는 EU지침 제31조의 자문절차를 거쳐 결정을 번복하거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EU지침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제31조의 의결절차를
거쳐 계약서의 일정한 표준조항(certain standar d contractual clau ses )이 안전대책으로
서 충분한지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에 의한 해결방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정보관리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과 집행위원회는
계약서 조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고 의견교환을 함에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가 지침 제25조 제4항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문적인 자문
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작업반에서 이의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IV . 主要國의 對應事例
1. 현 황
집행위원회는 EU지침 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회원국들과 국제적인 정보유통
(T BDF )이 빈번한 제3국과 적절한 시기에 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 동안 EU는 인
터넷, 장거리통신 등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둘러싸고 미국, 스위스, 헝가리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그밖의 여러 나라와는 협상이 개시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EU 회원국들은 모두

유럽회의협약 CoE 108)의 체약국인 데다 동 협약에서도 EU

의 개인정보보호원리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회의협
약 비준국과 기타 국가로 구분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다.

2. 유럽회의협약 비준국과의 협상
유럽회의협약 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지침 외의 유일한 국제조약으로서 그 비
준국은 15개 EU 회원국, 노르웨이·아이슬란드와 같은 유럽경제지역협정(Eur opean
Economic Agr eem ent : EEA ) 체약국 및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위스 등의 제3국이다.
그 동안 이들 제3국이 유럽회의협약을 비준한 경우에 EU지침 제25조의 적절한 수준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다.
유럽회의협약은 EU지침의 적절한 보호기준에 관한 내용상의 원칙 6개 중에서 정보
이전의 제한 을 제외한 처음 5개와 민감한 정보 에 관한 보호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가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제3국과의 정보교류를 제
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유럽회의협약 체결국을 중개지 (st aging post )로 하여 정보교
류가 행하여질 위험이 있다.
또한 절차상으로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유럽회의협약은 협약상의 원칙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그 위반

에 대한 제재와 구제방법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체약국에 대하여 정보이
용자의 불만에 대한 독립된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러한 절차 없
이는 정보이용자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적절히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유럽회의협약 비준국에 대한 정보이전이 EU지침 제25조 제1항에 부합된다
고 보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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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헝가리와 협상을 벌여 1999년 이들
나라가 EU지침 제25조 제2항의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는 결정
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방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1992년 6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연방법으로서 민간부문 전체와 연방정부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Canton ) 소속기관은 따로 州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연방세 징수를 제외한 재정, 경찰, 교육, 보건 특히 공립병원에서
의 개인정보 처리는 주 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1997년 10월 2일 유
럽회의협약을 비준하여 연방 및 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1999년 4월에 개정된 연방헌법이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구제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작업반에서는 집행위
원회와 지침 제31조에 의한 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체제전환국인 헝가리의 경우

1992년

11월에야 비로소 개인정보보호 입법(Act

LXIII)이 실시되었으나 이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넓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시는 의
회가 선임하는 옴부즈만이 수행하고 있는데, 헝가리 역시 유럽회의협약을 1997년 10
월에 비준한 체약국인 데다 헌법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
장하고 있고, 경찰, 통계, 상업판매권유, 과학적 조사, 보건 등의 분야에서 개별적인 법
률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어 헝가리의 법제도 개인정보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
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최근 유럽회의협약에 가입한 라트비아, 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에스

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나라도 EU 회원국들의 정보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3. 美國과의 협상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가 부문별 개별법 위주로 되어 있어 EU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
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연방행정기관의 개인정보취급에 관하여는

프라이버시법

(1974년), 예산관리국(Office of Budget M anagem ent )의 정보수집에 관한
(1980),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비교·합성에 관한
(1988)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밖의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법 (1988),

문서감축법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
케이블통신정책법 (1984),

비디오

텔리커뮤니케이션법 (1996) 기타 주법과 판례에 의하여 보호되

고 있는 실정이다.18) 일찍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였던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연
방거래위원회(F T C)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율규제 및 기술적 해결을 모색하
였고, 상무부에서도 정보통신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도록 하였다.19)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정부는 EU측과 협상을 하면서 민간 자율에 무게를 두고 세
이프하버 원칙 (S afe Harbor Principles )이라는 색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EU지
침은 역외로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가적인 적절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를 혼합한 세분화된 접근방법을 취
하여 관련기업들이 세이프하버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상무부에 신고할 경
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EU 개인정보보호작업반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세이프하버 원칙의 범위를 좀더 명
확히 하고 예외 사유를 줄이며, 공공기관이 분쟁의 해결 등을 책임지고 관장하게 하
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게 하였다.
이 방식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주창자들과 소비자단체에서는 반대를 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EU측에 로비를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20) 미국의 세이프하버 원칙과 그와 관
련된 질의응답 사례집(F AQs : frequently asked question s )의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지(Notice): 세이프하버 원칙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조직(organizations )은 정보
주체인 개인에 대하여 정보수집·이용 목적과 용도, 정보를 공개하는 제3자의 유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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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백의선 외,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정책 연구 ,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책연구00- 1, 36～43면.
20) EPIC, Op .cit., p.17.

불만·고충이 있을 때 조직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선택(Choice): 조직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지, 당초 수집목적과 양립될
수 없는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여 이를 선택할 수 있게(opt - out )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종, 정치적
신조, 노조활동, 성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등에는 명백하
게 이를 선택(opt - in )하게 하여야 한다.
민감한 정보에 속하는 의료정보도 EU에서 시행된 의학실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고지와 선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송신할 수 있다(F AQ
14). 그러나 정보주체나 타인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있어
서, 진료를 위하여, 비영리단체를 위하여, 고용관계에 있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F AQ 1).
③ 제3자 전송(Onw ar d T ran s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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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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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Q 3).
④ 안전성(Security ): 조직은 개인정보 관련기록을 생성, 유지, 이용, 보급함에 있어 손실
과 오용, 무단접근, 공개, 변경, 파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정보의 무결성(Data Integr ation ): 개인정보는 세이프하버 원칙에 적합하도록 사용
목적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 당초 수집목적 또는 정보주체가 허가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⑥ 접근(Access ): 정보주체는 조직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F AQ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열람 청구가
모호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넓거나 열람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국가안보·공
공의 안녕질서 등 공익에 배치될 경우에는 조직은 정보접근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본
다.
⑦ 실행(Enfor cement ): 프라이버시 보호는 원칙의 준수와 이를 위배함으로써 입힌 손해
에 대한 배상, 원칙을 따르지 않은 조직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세이프하버 원칙은 미국과 EU의 합의일 뿐 국제적인 협약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동 원칙은 정보화사회의 국제적인 정보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
다. 별도 입법 없이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한다는 것이지만,
미국내 조직은 세이프하버 원칙을 따르기로 정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기관이
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1)

4. 캐나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검토22)와 각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1년

12월

20일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법 (P er sonal

Inform 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 ent Act : PIPED Act )이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
조 제6항의 기준에 합치된다고 인정하였다. 캐나다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
해 2000년 4월 13일 제정되었는데 민간부문의 조직·기관이 개인정보를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집·이용·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23)
이 법은 3단계로 시행되는 바, 2001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외한 개
인정보를 연방 차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집·이용하거나 공개하는 항공사, 은행,
방송사, 주 경계를 넘어서는 운송·통신 사업자 및 州 밖이나 캐나다 국외로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되며, 연방 차원의 사업장(federal w ork, undertaking
or bu sines s )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개인정보에도 적용된다. 제2 단계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제 1단계의 적용을 받는 조직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의 건강정보
에도 적용된다. 제3 단계인 2004년 1월 1일부터는 연방 규제를 받지 않더라도 영업활
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공개하는 모든 조직에 확대 적용될 예정
이다. 이 법은 현행 연방

프라이버시법 (F eder al Priv acy Act )의 적용을 받거나 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조직, 비영리 공익·자선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않는 고용정보에도 적용이 없다.
이 법은 또한 각주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주별로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라이버
시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州法의 적용을 받는 조직이나 사업활동(or ganisation s or
21) 백의선 외, 전게 보고서, 43면.
22) EU Directiv e 95/ 46/ EC Article 29- Data Protection W orking Party Opinion 2/ 2001 on the adequacy
of the Canadian P ersonal Inform ation and Electronic Docum ents Act A dopted on 26th January
2001 (5109/ 00/ EN WP39)
23) Commission Decision of 20 December 2001 pur suant to Directiv e 95/ 46/ EC of the European
Parliam ent an 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t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vided by the
Canadian Pers onal Inform ation Pr otection and Electronic Docum ents Act .
< http :/ / europa.eu .int/ comm/ intern al_m arket/ en/ dat aprot/ new s > [2002.7.17]

activities )에 대하여 연방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PIPED A ct 26조
2항). 그럼에도 州間의 또는 국제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된다.
캐나다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980) 및 국제적인 개인정보유통 가이
드라인(1984)을 준수하고 유엔 총회의 개인정보 전산파일에 관한 가이드라인(1990)을
줄곧 지지해 왔다. 이에 따라 PIPED 법이 비록 중요한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인정하는 예외나 한계는 있지만 개인정보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
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민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감독기구(F ederal Privacy Commis sioner )가 있다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정 정보의 對캐나다 이전
을 정지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캐
나다 정보보호 감독기관이 캐나다의 정보수신자가 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한 경우, 또는 그러한 보호기준을 저촉할 가능성이 큼에도 캐나다 당국이 적시에 적
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계속적인 정보의 이전이 정보
주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EU 회원국 감독기관이 캐나다 측의 당사자에게 통보
를 하여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4)
캐나다는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캐나다측 당사자에게 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EU가 인정하
는 표준계약25 )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 ds )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5. 기타 국가
호주의 경우 2000년 12월 종전에 연방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프라이버시법

(Com m onw ealth Priv acy Act 1988)을 개정26 )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민간부
24) P aragraph 1 Article 3 of Comm ission Decision of s up ra n ote 1).
25) s up ra Note 13) < http :/ / europa.eu .int/ comm/ privacy >
26) 개정된 법안은 Priv acy Am en dm ent Priv ate Sector Act 2000 라 하여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
었다. 이에 따르면 연방 프라이버시 감독기관(F eder al Priv acy Commissioner )에서 마련한 개인정보
공정취급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을 시행하는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민간부문의 조직이 개별적으로 프라이버시 규약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구조(default fram ew ork )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의 자율규제와 정

문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도 규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2000년 6
월 동법이 EU 지침상의 기준에 미흡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호주 정부의 반박 해명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EU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에서는 동법에 큰 진전이 없는
한 종전의 입장27)을 바꾸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강
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민간기업이 프라이버시 감독기관에 신청하여 법
제상의 기준에 갈음하는 독자적인 프라이버시 규약(Priv acy code)을 승인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독기관은 민간기업의 프라이버시 규약이

국

가적인 개인정보 공정취급원칙 (National Principles for F air Handling of P er sonal
Inform ation )과 동일한 기준을 정하기만 하면 수월하게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고용관련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이
허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예외 취급을 하며 민감한 정보의
이용 및 공개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것, 호주 국민과 영주권자에 한하여 보호하는
것 등도 문제가 되었다.
그밖에 집행위원회는 일본, 홍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추
진 상황을 알아보고 관련자료를 개인정보보호작업반에 전달하는 등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V. 맺 음 말
EU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국제적인 정보교류(T BDF )
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입법적 해결방
법이 있다. 이것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EU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미
흡한 나라일지라도 효과적인 안전대책(safeguar ds )이 마련되어 있으면 정보이전을 허
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EU지침 26조 2항). 보호수준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일반적으로 관련업계의 자율규제 규
약, 정보이전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EU 집행위원회는 계약 방식의 안전대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제3국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표준계약서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의한 미비점의 보완이며, EU 회원국의 정보보호감독기관은
부 법제의 간극을 메우는 공동규제방식(co- regulatory schem e)을 택한 것이 특색이다.
27) Article 29 - Data Protection W orking Party Opinion 3/ 2001 on the lev el of protection of the
Australian Priv acy Am en dm ent
(5095/ 00/ EN WP40)

(Priv ate Sect or ) Act 2000 Adopted on 26th January

2001

정보가 이전된 다음에 개인정보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보
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가장 최근에 EU로부터 심사를 받고 희비가 엇갈린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보면
EU 측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EU 회원국들이 개
인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항공여행, 숙박, 금융, 방송, 의료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개
인정보보호의 현실이 중시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가 침해받았다고 불평하거나 고정을 제기하는 정보주체의 사소한 이
의에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고충 처리, 피해보상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기관이 존
재하고 그 구제절차가 널리 홍보되고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스팸 메일의 범람,
직장내 e- 메일의 감청 등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이슈28)에 대하여 일반공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프로그램이 제작·시행되어야 한다. 사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제공에 한
번 동의하였다고 하여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하고 정보의 내용
도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개인정보
보호관련법을 운용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도 정보통신망 이용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개인정보감독기구가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도 EU 각 회원국의 사정을 볼 때 권장사항일 뿐이다.29) 그보다
는 어느 조직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구제에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OECD, EU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이를테면 개인정보를 적법한 목적을 명시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게 하는가, 당사자는 정보수집의 목적이 무엇이며 정보처리자는 누구인지 정보주체
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가, 누구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수
정 또는 삭제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 침해시에는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 등 적절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특히 인종, 정치이념, 종교적·사상적 신조, 노조활동, 건
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별히 주의하여 취급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28) 이러한 사항은 EU 공식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섹션을 일별하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다.
< http :/ / europa.eu .int/ comm/ intern al_m arket/ en/ dat aprot/ new s/ index .htm > [2002.7.17]
29) EU 회원국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실태를 보면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법무부 소
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감독기능이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원회로 분산되어 있는데, 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의 마련,
과태료 부과 등의 집행권한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개인정보보호의 감시 및 구제 라는 사실상의 감독
기능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독립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있는 스팸 메일, e- 메일 감시, 위치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장치30)와 암호화 프로그램, 생체인식기술(biom etrics ) 등
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 PET )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기관의 노력이 EU집행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작업반, 각 회원국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제대로 소개될 수 있게 하는
弘報戰略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와 절차에 관하여 선도국이 되어야 하는 지정학적인 상황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하다. 사실 정보통신부의 7·15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제대로 소개한 英字
紙가 없는 현실을 볼 때 향후 이 분야의 노력은 더욱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 대표적인 것으로는 OECD에서 보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 생성기(Priv acy P olicy Stat em ent
Gen erator ), IS O와 W3C가 만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6.0판에 채택된 개인정보 자동
교섭(Platform for Priv acy Preferences : P3P ) 소프트웨어 등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