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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배경
▶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Thail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 PDPA)이 2019년 2월
28일 의회를 통과
• 태국의 경우, 헌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시민의 기본 권리로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식은 개별법을 통해 규율될 뿐 개인정보보호 일반 사항을 다루는 통합된
법률은 부재했던 상황1
- 태국의 민법 및 상법은 부당행위 금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를 수호하고,
통신과 금융 등 특정 산업 또한 부문별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

1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thailand-joins-party-legislated-data-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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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보유에 관한 내용은 1997년 제정된 OIA(The Official

• “데이터 컨트롤러(data controller)”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Information Act 1997)를 통해 규율

결정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6으로 정의

• 이런 가운데, 태국에서는 수차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 “데이터 프로세서(data processor)”란 “데이터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혹은 데이터

PDPA는 태국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인 동시에 EU GDPR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7으로

점에서 이라는 점에서 주목

정의
• 요컨대 태국의 PDPA는 개인정보를 소유한 정보주체, 데이터 컨트롤러, 데이터 프로세서

(2) 추진 경과

등 세 가지 범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초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8

▶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의회를 통과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효 및 시행될 예정

▶ 이와 함께, PDPA는 “민감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 PDPA의 법안 초안은 2014년 국무 총리실(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에서 처음

제시하여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각별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

게시된 후 수 차례에 걸쳐 수정 과정을 진행2

• 민감 개인정보는 인종, 민족(종족),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범죄 기록, 노조

• 디지털 경제 사회부(The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는 해당 법안에 대한

가입 여부, 유전자 관련 정보, 생체 인식 정보, 건강 관련 정보, 성적 지향 및 성생활

수정안을 공개하고 2018년 9월 5일부터 20일까지 공청회를 진행

등을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

• 국무위원회(Council of State)는 2018년 12월 법안을 승인

• PDPA는 응급의료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

• 태국의 의회인 국가입법회의(State Legislative Assembly)에서 2019년 2월 28일 PDPA
법안 통과

(2) 정보주체의 권리와 동의
•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태국 국왕의 인준을 거쳐 정부 관보에 게재된 후 2019년 말 정식
법률로 제정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 PDPA 관보 게재일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후 발효될 예정이며, 기업 등이 PDPA 준수를

삭제·파기·익명화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9

위한 내부 통제 및 시스템을 준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

• 정보주체는 △데이터 컨트롤러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된 경우에는 데이터 컨트롤러에게 정보 수집
경로(sources of information)를 공개하도록 요청 가능

2. 주요내용 분석
• 개인정보 컨트롤러가 이 같은 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컨트롤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개인정보를

(1) 주요 개념

익명으로 변환하도록 요청 가능
▶ 태국의 PDPA는 개인정보·데이터 컨트롤러·데이터 프로세서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와

• 한편, PDPA가 발효되기 전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래의 수집 목적으로만

관련하여, EU GDPR의 선례를 참조 및 반영3
•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사람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미하며,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제외”4하는 것으로 정의5

2 https://privacypedia.org/laws/thailand-data-protection-act/
3 https://privacypedia.org/laws/thailand-data-protection-act/

- 3 -

4
5
6
7

information relating to a person which is identifiable, directly or indirectly, excluding the information of a dead person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9/03/15/thailands-national-legislative-assembly-passes-data-protection-law/
natural or juristic person having the power to make decision on the collection, use or disclosure of Personal Data
natural or juristic person which collects, uses or discloses personal data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of or on
behalf of the data controller
8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455534/new-data-law-aimed-at-ensuring-privacy
9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9/03/15/thailands-national-legislative-assembly-passes-data-protectio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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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데이터 컨트롤러가 해당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 데이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있도록 하되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또는 전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외 이전의 경우 소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19

함

• 태국 이외의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 개인정보의 수집·공개·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PDPA는 이러한 동의가
서면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10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11
• 이와 관련, PDPA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12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동의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태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20
•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이터 보호 조치 적용 국가로만 이전이 가능

• 동의에 대한 요청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주체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 첫째, 법률의 적용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되는 것으로 규정13
- 둘째,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 중대한 이해관계나 공익 및 계약상의 의무 이행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동의
- 셋째, 정보주체와 데이터 컨트롤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에 대한 면제가 가능14

- 넷째, 동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적용 대상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인증을

받은

주체에게

이전되거나,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또는 국제 사역(international mission)의 틀 안에서
▶ PDPA는 공공과 민간을 망라하여 모든 개인정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게 적용15
• 이 법은

태국내16에서

이전되는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 모든 데이터 컨트롤러나
(4) 기타

데이터 프로세서에게17 적용
• 또한 태국 영토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컨트롤러는 관할권 내에 대리인을

▶ 그 밖에 PDPA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두도록 요구
• 특히, 태국 영토 외부의 데이터 컨트롤러 또는 데이터 프로세서가 태국 영토 안에 있는
정보주체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PDPA를 적용하는 것은 EU GDPR과 유사
• PDPA는 태국 영토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태국의 법률 시스템에서 매우 드문 사례
- 이는 PDPA와 태국의 여타 법률 프레임워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18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10세 미만의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고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학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21
• PDPA의 시행 및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를 설치
• PDPA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과 과징금 등 행정적 처분을 비롯하여 민사(civil liability) 및
형사상(criminal penalties)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단, 본질적으로 서면 및 전자 시스템을 통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9/03/15/thailands-national-legislative-assembly-passes-data-protection-law/
https://privacypedia.org/laws/thailand-data-protection-act/
https://www.tilleke.com/resources/thailand%E2%80%99s-draft-personal-data-protection-act-final-consideration-stage
https://www.tilleke.com/resources/thailand%E2%80%99s-draft-personal-data-protection-act-final-consideration-stage
https://privacypedia.org/laws/thailand-data-protection-act/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태국시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해당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가 태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9/03/15/thailands-national-legislative-assembly-passes-data-protectio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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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9/03/15/thailands-national-legislative-assembly-passes-data-protection-law/
20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9/03/15/thailands-national-legislative-assembly-passes-data-protection-law/
21 https://www.tilleke.com/resources/thailand%E2%80%99s-draft-personal-data-protection-act-final-consideration-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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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최초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리매김할 PDPA는 태국의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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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A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

22
23
24
25
26

https://globalcompliancenews.com/first-thailand-personal-data-protection-act-has-been-passed-20190401/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9/03/15/thailands-national-legislative-assembly-passes-data-protection-law/
https://www.privacy-ticker.com/draft-of-a-new-data-protection-law-in-thailand/
http://bakerxchange.com/cv/c5e848a9f09ae47460c31fdecfa434ae69ed0b63
https://globalcompliancenews.com/first-thailand-personal-data-protection-act-has-been-passed-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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