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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동향

1.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감독 기구 현황
▶ 독일의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제는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개인정보
보호 담당 조직이 연방 단위와 주 단위로 구분되어 활동
• (연방 차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자유관(The Federal Commissioner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이하 ‘BfDI’)은 1인의 감독기구로서, 연방의 모든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감독하고,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집행 책임을 담당
• (주(州) 차원) 각 주에 설치된 데이터보호국(Data Protection Authority, 이하 ‘DPA’)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관장
- DPA는 주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의
주에서는 주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
▶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을 담당하는 BfDI는 내무부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독립된
연방 관청으로서,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음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자유관(BfDI)의 직무>
① 연방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사
② 연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준수를 위한 집행 책임을 담당
③ 전기 통신 및 우편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④ 연방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과 조언 제공
⑤ 연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
⑥ 개인정보를 침해한 연방 공공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한 고발권을 행사

▶ 주(州)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을 담당하는 DPA는 공공부문을 규율하며, 민간부문은 주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임명하는 DPA가 담당하고, 일부 주에서는 DPA가
직접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담당326
• DPA는 개인정보보호관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요구에 따라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시행하고 위반이나 기술적 또는 조직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하는 업무를 담당

326 각 주별 DPA의 구체적인 조직이나 구성, 관할범위 등에 관하여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주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고 있으며, DPA의 구성방법과 조직 등은 주에 위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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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동향
(1) 독일 데이터보호국(DPAs),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 검토 중 (2016.11.~2017.12.)

▶ 개요
• 독일 연방 개인정보보호 담당 및 각 주(州)의 개인정보보호국(DPA)들은 독일 연방 및 주
개인정보보호위원 컨퍼런스(The Conference of the Federal and Stat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에서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Standard Data Protection Model, SDM)」 초안을 채택(2016.11)
• 현재 DPAs의 초안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17년 말 최종 버전 발표 예정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에는 EU GDPR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론으로서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sation), 가용성(Availability),
무결성(Integrity), 기밀성(Confidentiality), 투명성(Transparency), 불연계성(Unlinkability) 등
데이터 보안을 위한 여러가지 일반 조치사항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개인정보처리자가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 수단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 당국이 해당 절차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목표) 독일 데이터보호국(DPA)들이 각각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검토하는 방법들 간에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zation), 가용성(Availability), 무결성(Integrity), 기밀성 (confidentiality),
투명성(Transparency), 불연계성(Unlinkability) 등 관련 법적 요구사항들을 구조화하여 제시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의 적용 영역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은 개인 데이터의 처리 및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독 당국이
개별 절차를 계획/구현/운영하는데 주로 적용됨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은 16개 주 데이터보호국(DPA),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자유관(BfDI)
뿐 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들도 활용 가능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의 주요내용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진행
①정보보호 요구사항(Data protection requirements) 전송
②데이터, IT 시스템,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정보보호 절차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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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총 3가지 단계별 보호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
④절차 및 IT 시스템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여 완료
⑤표준화된 데이터 보호 조치들의 목록을 제공
• 개인정보보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들의 사례327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함
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목표를 소개
- 이 때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적 요구 사항과 데이터 보호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상호
관련될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한 것이 특징
- 이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의 구성요소(데이터, 시스템,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들의 목록을 제시
- 단, 해당 조치를 실행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목표 이외의 다른 목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특정한 조치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에서는 데이터 처리 절차를 설정할 때 ▲개인정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데이터 처리 활동에 관련된 기술 시스템 ▲해당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조직과 인력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구분
- 1) 개인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 보호 수준을 결정하거나 구체화
하고,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이러한 보호 수준을 적용
- 2) “참조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의 목록”을 기반으로, 해당 절차에 적용하기로 한 조치가
적절한 지 여부와 앞서 설정된 보호 수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체크
•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은 데이터보호 담당 기관들의 활동에 대해 조사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로서▲정보처리의 맥락 분석 ▲법률적 평가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목적의 특징 검토 ▲개인정보보호의 목표와 계획 변수 분석 ▲피드백 제시

(2) 독일 대법원, 마케팅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동의 요건 판결 (2017.3.14)328

▶ 독일 대법원은 2017년 3월 14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서가 특정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한, 뉴스 레터 수령 동의는 무효하다고 판결
•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①사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②광고 파트너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해당 광고 파트너가 (뉴스레터 수신자를 대상으로) ③광고하게 될 구체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명시해야 함

327 앞서 설명한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zation), 가용성(Availability), 무결성(Integrity), 기밀성(confidentiality),
투명성(Transparency), 불연계성(Unlinkability) 등 6가지 사례임
328 출처: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4c85a51-affe-4b4a-a0e1-c2211db313db 중에서 3. German Supreme
Court: consent for marketing communications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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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명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부 수준에
대해서는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음
• 기업들은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세부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3) 함부르크 DPA, 구글의 웹로그 분석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서 업데이트329 (2017.6.26.)

▶ 함부르크 데이터보호국(DPA)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무효 결정
(C-362/14)을 고려하여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사용에 관한 문서(Hinweise des
HmbBfDI zum Einsatz von Google Analytics)를 업데이트함(2017.6)
• 동 문서에서 DPA에 따르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웹 사이트 운영자가 Google과의
데이터 처리 계약, 옵트아웃 기능 정보 제공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동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획득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삭제해야 함
• 동 문서의 규정은 웹 사이트 운영자가 이전 버전의 문서 내용을 이미 준수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바이에른 DPA, 150개 기업 대상으로 GDPR 실행 관련 질문지 발송330 (2017.5.24)

▶ 바이에른 DPA는 독일 기업들이 EU GDPR 시행에 대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GDPR 이행 역량 관련 질문지를 발송
• 바이에른 DPA는 이 질문지가 무작위로 선택된 바이에른 지역의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발송되었다고 발표함
• 질문지에는 ▲GDPR 및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의 역할과 직무 책임 관련 절차 ▲데이터
처리에 대한 사항 ▲데이터 보유에 대한 사항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 ▲외부
공급업체의 참여 및 데이터 처리 계약 ▲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통지 및 개인의 권리
▲책임성, 리스크 기반의 접근 방식과 보안 조치 ▲데이터 침해 통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바이에른 DPA는 GDPR이 시행되는 2018년 5월 이후 관련 조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329 출처: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4c85a51-affe-4b4a-a0e1-c2211db313db 중에서 5. Hamburg data
protection authority: use of Google Analytics 부분
330 출처: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91481ba-f855-4b0a-a585-cff7cf895a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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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에른 DPA, EU GDPR 관련 분야별 미니 가이드 발표331

▶ GDPR 관련 국제 데이터 전송에 관한 가이드 (2016.11.3)
(Datenüubermittlungen in Drittstaaten nach der DS-GVO)
• 타국으로의 데이터 전송 관련 사항에는 대부분 현재의 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행동
강령(Codes of Conduct)과 인증(Certification) 등의 내용이 포함
▶ 광고용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가이드 (2017.5.4)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füur Werbung)
• 광고 허용은 GDPR 제6조 1항에 명시된 이익의 균형에 의거하여 적용될 것이며, EU 전체
적용이 어려울 경우 EU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고려될 예정
▶ 원 스톱 숍에 관한 가이드 (2016.12.12.) (Der One Stop Shop)
• 원 스톱 숍(OSS) 개념을 도입하며 하나의 기관이 담당한 곳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감독
• 이를 통해 국경을 넘는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실제적인 행정적 간소화 효과와 기업에
대한 더 많은 법적 보호 효과 기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가이드(2017.3.21.)
(Datenschutz-Folgenabschäatzung)
• 규정된 방법으로 위험을 분석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위험 요소들은 적절한
대책으로 감소시킴(감독 기관은 수행 활동을 보고,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바이에른주 DPA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수단에 대한 내용 등을 예시와 함께 동 기관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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