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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B 제43차 전체회의 주요결과 분석

[ 목 차 ]

1. 개요
2. 주요결과
(1) 전략 2021-2023(Strategy 2021-2023)
(2) 전문가 지원 풀(SPE)
(3) GDPR 제23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조치 가이드라인
(4) PSD2와 GDPR의 상호작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5) EEA와 비 EEA 공공기관과 단체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정 2016/679의
제46조 제2항 제(a)호와 동조 제3항 제(b)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6)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에 관한 성명서 및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GDPR 하에서의 영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정보
(7)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성명서
(8) Equinix의 BCRs 결정 초안에 관한 제64조 의견

3.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고 유럽경제지역(EEA) 전체에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간의 효과적 협력을 촉진하는 임무 수행

▶ ‘20년 12월 15일 EDPB는 브뤼셀에서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략 2021-2023”,
가이드라인, 성명서 등 총 9종의 문서를 채택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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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2021-2023”은 전략 목표를 4개 영역(Pillar)으로 ▲조화 개선(Advancing Harmonisation)과
규정준수 촉진 ▲감독기관 간 효과적 집행과 효율적 협력 지원 ▲신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접근 방식 ▲글로벌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3개씩의 실행과제 제시
- “전략 2021-2023”의 일환으로 전략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
풀(Support Pool of Experts, 이하 SPE)을 구성하기로 결정
• GDPR 관련 정보주권 제한조치, 지불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과 GDPR의
상호작용, EEA와 비(非) EEA 공공기관‧기구 간 개인정보 역외 이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브렉시트(Brexit) 전환 종료 관련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 대한 영향에 관한 성명서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참고문서 등 제시

[표1] EDPB 제43차 전체 회의 주요 결과
구분

주요결과 문서

전략

① 전략 2021-2023(Strategy 2021-2023)

조직

② EDPB 지원 전문가 풀(SPE)에 관한 참조조건
③ GDPR 제23조의 정보주권 제한조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④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와 GDPR의 상호작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⑤ EEA와 비 EEA 공공기관과 단체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정 2016/679의
제46조(2a)와 (3b)에 관한 가이드라인
⑥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에 관한 성명서
⑦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GDPR 하에서의 영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정보

성명서/의견

⑧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성명서
⑨ Equinix의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s) 결정 초안에 관한
제64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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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결과
(1) 전략 2021-2023(Strategy 2021-2023)
▶ (개요) EDPB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3차 전체회의(’20.12.15)에서 향후의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 2021-2023(Strategy 2021-2023)1)” 채택
• ’18년 5월 25일, EDPB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법집행지침(Law Enforcement Directive: LED2))*으로 구성된 새로운 법제 체계 실행을 개시
* 범죄 예방, 조사, 탐지, 기소나 형사처벌의 집행을 목적으로 당국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

• GDPR과 LED하에서 상호협력은 더이상 선택이나 보조 업무가 아닌 EDPB 업무의 핵심 업무
• EDPB는 그동안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왔으나, 향후 역내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제에 해결 필요
• EDPB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궁극적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전략 2021~2023”을
통해 전 세계적인 모델 역할을 하는 공통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조성할 계획

▶ “전략 2021~2023”은 향후 EDPB 업무의 전략적 목표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3개의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연간보고서의 일부로 점검할 계획
• (조화 개선과 규정준수 촉진) 개인정보보호 적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을 고려하고, 회원국
간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하고 홍보
• (국가 감독기구 간 효과적 집행과 효율적 협력 지원) GDPR을 시행하는 각국 감독기구 간 협업을
적극 지원, 내부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지식 결합과 조정협력을 강화하여 EU 전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문화를 조성
• (신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접근 방식)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자유와 같은
가치에 따라 기술과 사업모델, 사회발전에 기여하므로, EDPB는 신기술이 개인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

1) EDPB, EDPB Strategy 2021-2023, 2020.12.5
2) Directive (EU) 2016/68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77/J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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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차원)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해 높은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고 촉진하기로 결정했으며,
EU 개인정보보호를 글로벌 모델로 장려하고 EU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할 계획

▶ “전략 2021~2023”의 4개 영역별 실행과제는 [표2]와 같음

[표2] “전략 2021~2023”의 4대 영역별 실행과제
4대 영역

영역별 실행과제
• 일관된 규제 적용에 필수적인 GDPR의 주요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 합법적 이익 개념, 정보주체 권리 범위)
- 실질적인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초청 행사와 공개
1

자문을 통해 광범위한 외부 이해관계자(대기업, 중소기업, NGO,
DPO 네트워크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지속적 교류 추진
- 회원국의 해석 및 관행으로부터 빚어지는 잠재적인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 메커니즘과 기타 도구를 보다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노력 병행

조화 개선과
규정 준수 촉진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위한 규정 준수 메커니즘 개발과 구현 촉진
2

- 행동강령과 인증 등에 대한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에 필요한 도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육성 워크숍과 직원 교육 등에 자원 투자
•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통적 도구 개발을 촉진하고 인식제고와
홍보 활동에 관여

3

-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가이드라인과 의견 발표
- 국가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기반으로 이사회는 중소기업 등
비전문가와 정보주체 특히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도구 개발
• GDPR 제7장(협력과 일관성) 및 법집행지침(LED)의 제7장에 명시된
모든 영역의 협력수단 사용 장려, 국가 집행절차 간 차이점 해소,

1

도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 상호협력 절차에서 주요 개념의 공통적인 적용과 감독기구 간
대화 촉진

국가 감독기구 간

• 인식제고, 정보수집, 공동조사 등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동

효과적 집행과
효율적 협력

2

지원

실행이 용이한 집행체계 마련
- 공통적으로 파악한 우선순위와 공통 방법론을 사용하여 집행체계에
대한 조정 촉진
• 시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전문가 지원 풀(SPE) 구축

3

- 주요 공동 관심사의 조사와 집행 활동에 유용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각각의 감독기구의 강점을 강화‧보완하며 운영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모든 감독기구 간 협력과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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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영역

영역별 실행과제
• 새로운 기술 평가
1

- 인공지능(AI), 생체인식, 프로파일링, 광고 기술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공동 입장을 설정하고, 클라
우드서비스, 블록체인 등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와 책임성 강화

신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접근 방식

-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개인이 기대할
2

수 있는 권한 및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의무 준수를 입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
• 타 규제기관(예: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당국) 및 정책 입안자와의

3

협력 강화
- 개인의 보호 보장과 피해 방지

• 안전한 개인정보 역외 이전 도구의 활용을 장려하고, 실제적인 구현
방안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
1

- 유럽경제지역(EEA)에서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한 지침 개발과 제공
-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관해, 제3국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된 위험성과 향후의 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및 효과적인 구제와 보호조치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

글로벌 차원
• 국제사회와 교류
2

- 개인정보보호 리더십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유럽경제권 밖의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3

사례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협력하여 EDPB 구성원과 제3국 감독
기구 간 교류 촉진

(2) 전문가 지원 풀(SPE)
▶ “EDPB 지원 전문가 풀(SPE)에 관한 참조조건(EDPB Document on Terms of Reference
of the EDPB Support Pool of Experts)”3) 채택
• (정의) SPE는 주요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공동의 조사와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EDPB가 구성한
전문가 인력풀(Support Pool of Experts)
3) EDPB, EDPB Document on Terms of Reference of the EDPB Support Pool of Experts,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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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SPE는 EDPB 전문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
- EDPB 전문가는 EDPB 회원 기관이나 EDPB 사무국에서 고용한 전문가로, 타 감독기구가 수행하는
조사나 집행에 전문지식을 제공
- 외부전문가는 EDPB 회원 기관이나 EDPB 사무국에서 고용하지 않은 전문가로, 전문가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자문료를 받으면서 감독기구의 조사나 집행에 전문지식 제공
• (목표) EEA 회원국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에 기여
- 주요 공통 관심 사항을 조사하고 집행하는 데에 유용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EDPB 업무
추진을 지원
- 모든 EDPB 구성원 간 강점을 공유, 강화, 보완하고 요구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
• (지원활동) 감독기구는 조사 및 집행 단계별로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SPE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 활동(전문성 유형) 수행
- 분석 지원 (검사 수행이나 벌금 산정 방법론 공유, EU 법률 분석, 특정 유형의 기술에 대한 최신동향 조사 등)
- 포렌식 결과 분석 지원(현장이나 원격 개인정보보호 감사 지원)
- 수집 증거를 토대로 조사 보고서 작성 지원

(3) GDPR 제23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조치 가이드라인
GDPR 제23조(제한)(Restrictions)4)
1.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입법 조치를 통해 제5조
뿐만 아니라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문과 제34조에 규정된 의무 및 권리의 영역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제한이 기본적 권리 및 자유의 본질을 존중하고 민주사회에서 다음 각 호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비례적인 조치일 때로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조문이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문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에 상응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a) 국가안보
(b) 국방
(c) 공공안전
(d) 공안의 보호 및 공안에 대한 위협의 예방 등 범죄의 예방, 수사, 적발, 또는 형사범죄의
기소나 형벌의 집행

4) GDP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번역본(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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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일반적 공익을 위한 기타 중요한 목표로서, 특히 통화, 예산, 과세
현안, 공중보건 및 사회보장 등,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f) 사법 독립성 및 사법 절차에 대한 보호
(g) 규제대상 직종(regulated professions)의 윤리 침해에 대한 예방, 조사, 적발, 기소
(h) (a), (b), (c), (d), (e), (g)호에서 규정된 경우, 부정기적일지라도 공적 권한의 행사와 연계된
모니터링, 점검, 또는 규제기능
(i)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j) 민법 청구의 집행
2. 특히, 제1항의 모든 입법 조치에는 관련이 있는 경우 최소한 다음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처리 또는 처리 범주의 목적
(b) 개인정보의 범주
(c) 도입된 제한의 범위
(d) 남용, 불법 열람 또는 이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e)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자 범주에 대한 상세설명
(f) 처리의 성격, 범위 및 처리나 처리 범주의 목적을 고려한 보관기간 및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g)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위험
(h) 제한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주체가 제한에 관해 고지 받을 권리

▶ EDPB는 “GDPR 제23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조치 가이드라인(Guidelines 10/2020 on
restrictions under Article 23 GDPR)5)” 채택
•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조치의 적용기준, 평가사항, 제한조치 해제 후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GDPR 제23조 위반에 따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 제시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연인(natural person)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임
• TEFU* 제16조 제2항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 GDPR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GDPR 제5조, 제12조 ~ 제22조,
제34조)하며, 그 적용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제정 필요
•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52조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
5) EDPB, Guidelines on restrictions of data subject rights under Article 23 GDPR,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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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 제23조의 제한조치(restrictions)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하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컨트롤러의 의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특정상황에서 적용된다고 규정
• GDPR에 명시된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컨트롤러가 의무를 준수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제한조치를 간주해야 함
• 따라서 제한조치를 협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명시된 상황에서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

▶ 예외적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완전히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조치 시 정보주체의
권리의 본질을 존중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무효화할 정도로
광범위한 제한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는 GDPR 제23조에 따라 비상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유럽연합 설립 기반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존중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즉, 회원국의 제한조치는 일반적인 법률 원칙,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본질을 존중해야 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함

▶ 유럽연합과 회원국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나 컨트롤러(공동 컨트롤러 포함)와 프로세서의
의무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는 경우, GDPR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책임성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됨
• 즉,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포함하여 EU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준수할 책임과
개인정보 주체에게 입증할 책임을 여전히 지님

▶ 유럽연합이나 각국 입법자가 GDPR 제23조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52조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제한조치가 필수적인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
실시되도록 비례성 평가를 수행해야 함

(4) PSD2와 GDPR의 상호작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6))와 GDPR의 상호작용에 관한 가이드라인(the interplay
of the Second Payment Services Directive and the GDPR)7)” 최종안 채택
6) 개정 결제서비스지침(이하 PSD2)은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공동체의 결제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법률 및 규정으로,
‘07년에 PSD1이 통과되고, PSD2는 ’15년에 통과되었지만 중요한 온라인 결제 관련 사항은 ‘19년 9월 14일에 발효됨
7) EDPB, Guidelines on the interplay of the Second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 and the GDPR, 2020.12.15

- 8 -

2021년 제1호

• PSD2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측면, 특히 GDPR과 PSD2의 관련 조항 간 상호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제공
• 공개 의견수렴 기간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기 방지 사항 포함

▶ PSD2는 결제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PSD2의 적용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필요성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우려 제기
• GDPR은 PSD2에 정의한 결제서비스 처리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므로, 컨트롤러는 GDPR
제5조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 GDPR의 요구사항과 e-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의
관련 조항 등을 항상 준수해야 함
• PSD2와 “강력한 고객 인증과 통신보안 표준을 위한 규제기술표준(RTS8))”에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GDPR과 PSD2 간 상호 관계 해석에 대해 불명확성이 존재

▶ ‘18.7월 EDPB는 PSD2에 관한 서신에서 다음 사항 설명
• EDPB는 계정정보서비스제공업체(AISP), 결제개시서비스제공업체(PISP)의 PSD2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특히 비 계약 당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질문을 명료화
• 보안조치 관련 계정결제서비스제공업체(ASPSP) 상호 간의 동의 제공과 철회 절차 및 규제기술표준(RTS),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한 절차 설명

▶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PSD2와 관련하여 특히 GDPR과 PSD2 조항 간 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지침 제공
• 계정정보서비스제공업체(AISP) 및 결제개시서비스제공업체(PISP)의 개인정보 처리에 중점을 두고,
계정결제서비스제공업체(ASPSP)의 결제계정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PISP와 AISP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건(요구사항과 보안조치 등) 설명
• PSD2와 GDPR에 따른 명시적 동의의 다른 개념, 비계약 당사자의 개인정보 처리, PISP 및 AISP에
의한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최소화, 투명성, 책임, 보안조치 등 설명

(5) EEA와 비 EEA 공공기관과 단체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정 2016/679의
제46조 제2항 제(a)호와 동조 제3항 제(b)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8)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389 of 27 November 2017 supplementing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for
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and common and secure open standards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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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제46조(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9)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1. 제45조(3)에 의거한 결정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는 적정한 안전조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유효한 법적 구제책이 제공되는 조건으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적정한 안전조치는 감독기관의 특별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a) 공공당국 또는 기관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
(b) 제47조에 따른 의무적 기업 규칙
(c) 제93조(2)의 검토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정보보호 표준조항
(d) 감독기관이 채택하고 제93(2)조의 검토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정보보호 표준조항
(e)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있는 제3국의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의 약속을 포함한 제40조에 의거한
공인 행동강령
(f)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있는 제3국의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처리자의 약속을 포함한 제42조에 의거한
공인 인증 메커니즘

3. 제1항의 적정한 안전조치는 관할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특히 다음 각 호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a)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처리자, 수탁처리자 또는 개인정보
수령인 간의 계약 조항
(b) 공공당국이나 기관 간의 행정 협정에 삽입될 것으로 강제력이 있고 유효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포함한 규정

4. 감독기관은 본 조 제3항의 사례의 경우 제63조의 일관성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한다.

5. 지침 95/46/EC의 제26조(2)를 근거로 한 회원국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독
기관이 수정, 대체, 철회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지침 95/46/EC의 제26조(4)를 근거로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결정은 필요한 경우 본 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집행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정, 대체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9) GDP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번역본(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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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DPB는 “EEA와 비 EEA 공공기관과 단체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정
2016/679의 제46조 제2항 제(a)호와 동조 제3항 제(b)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2/2020 on articles 46 (2) (a) and 46 (3) (b) of Regulation 2016/679 for transfers of
personal data between EEA and non-EEA public authorities and bodies)”10)(최종안)” 채택
• 해당 조항에서 EEA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제3국의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사항을
규정(개인정보 이전의 적절성 결정에 미포함)
• 동 가이드라인은 최종안 내용 문구와 법률적 논리를 교정 및 통합하며, 수렴한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

▶ EEA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역외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GDPR 제46조 제2항 제(a)호와 동조 제3항 제(b)호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채택한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 공공기관은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 시 GDPR과 같이 자신의 상황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체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GDPR 제46조(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에 따라 GDPR 외에 기타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다른 관련 도구을 이용할 수도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GDPR 제46조 제2항제(a)호에 따라 공공기관 간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한 장치에 의해 ▲또는 동조 제3항제(b)호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행정 계약에
기입되는 규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보호조치에 대한 EDPB의 기대사항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 EDPB는 계약당사자들이 약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초기 단계부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강력히 권고

▶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행정적 협력 목적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간의 국제
개인정보 이전을 다루므로, GDPR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공안전, 국방, 국가 보안
분야의 정보 이전은 포함하지 않음
• 또한 형사법 집행 목적을 위한 관할 당국의 개인정보 처리와 이전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이는
별도의 특정 문서인 법 집행 지침11)에 따라 관리) 공공기관 간 개인정보 이전에만 초점을 맞춤
-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체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의 개인정보 이전도 다루지 않음

10) EDPB, Guidelines on articles 46 (2) (a) and 46 (3) (b) of Regulation 2016/679 for transfers of personal data
between EEA and non-EEA public authorities and bodies, 2020.12.15
11) Directive (EU) 2016/680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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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에 관한 성명서 및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GDPR 하에서의 영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정보
▶ EDPB는 브렉시트 전환 종료에 따른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 대한 주요 영향을 담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end of the Brexit
transition period)”12)”를 발표
• ‘21년 1월부터 One-Stop-Shop 메커니즘13)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으며, 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도 이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음
• EEA에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GDPR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GDPR 제27조에 따라 유럽연합 내 대표를 지정해야 함

▶ 추가적으로 EDPB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GDPR 하에서 영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정보(Information note on data transfers under the GDPR to the United
Kingdom after the transition period)”14)” 채택
•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20년 12월 만료된 후, ‘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GDPR을 자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체계를 시행할 계획
• 이에 따라 ’21.1월부터 GDPR 적용을 받는 관계기관과 영국 기관과의 개인정보 이전은 GDPR의
제4장(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해당 조항을 따라 수행

(7)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성명서
▶ EDPB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cessed in relation with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15) 채택

12) EDPB, statement on the end of the Brexit transition period, 2020.12.15
13) 조직과 개인이 자국에서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EU 전역에서
일관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14) EDPB, information note on data transfers under the GDPR after the Brexit transition period ends, 2020.12.15
15) EDPB statemen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cessed in relation with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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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PB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7조와 제8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 ▲민주적 사회에서 자금세탁 방지 조치의 필요성 원칙 및 그 비례성
▲CJEU의 판례법 등와 양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따라서 EDPB는 유럽위원회가 초기 단계부터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법의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내 논의에 기여할 준비를 마쳤고, 더 나아가 유럽 또는 국제
규제기구에서도 적시에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힘

(8) Equinix의 BCRs 결정 초안에 관한 제64조 의견
▶ EDPB는 네덜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Autoriteit Persoonsgegevens)가 이사회에 제출한
“Equinix16)의 컨트롤러에 구속력있는 기업 규칙17)(Controller Binding Corporate Rules,
BCRs-C) 결정초안에 관한 제64조 의견 (Opinion 32/2020 on the draft decision of the
Dutch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he Controller Binding Corporate Rules of
Equinix)”18) 채택

▶ 네덜란드 감독기구의 결정초안에 대해 EDPB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정책(Global Privacy Policy)과 부록에 포함된 Equinix의 컨트롤러에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s-C)은 EEA의 Equinix 법인에서 EEA 외부의 법인으로 이전되어 EEA 외부의 법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19)를 다룸
• Equinix의 BCRs-C에 제안된 개정안은 '컨트롤러에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및 프로세서에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에 대한 요소 점검 목록‘에 비추어 EDPB가 정한 절차에 따라 면밀히 조사됨
• EDPB가 네덜란드 감독기구의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우려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 네덜란드 감독기구의 결정초안에 대해 다음의 권고사항 제시
• 네덜란드 감독기구의 결정초안에 대한 평가결과와 그룹 구성원이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에 대한
Equinix 사내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수행하는 약속을 고려할 때, EDPB는 네덜란드 감독기구 결정
초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다고 판단함

16)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티에 본사를 둔 미국의 IT 기업으로 인터넷 연결 및 데이터센터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17)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s)은 다국적 기업 내부에서 qkftdgksms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하여 기업에서 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내부 관리 규정
18) EDPB, Opinion 32/2020 on the draft decision of the Dutch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he Controller
Binding Corporate Rules of Equinix, 2020.12.15
19) 관련 정보주체에는 직원 및 사업체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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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nix의 BCRs-C 초안은 제3국에 기반한 그룹 구성원이 개인정보를 이전하고 처리하는 경우
GDPR이 보장하는 자연인 보호 수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수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3. 요약 및 시사점
▶ EDPB는 제43차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유럽연합 전반에서
GDPR의 일관된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브렉시트 전환 이후의
EU와 영국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성명서 제공
• EDPB은 ‘전략 2021~2023’ 추진을 통해 규정 준수 촉진, 국가 감독기관 간 효과적 집행과 효율적
협력, 신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접근, 국제적인 협력 등을 강화하며, 전략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 풀(SPE)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 GDPR 제23조(제한조치), 제46조(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한조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제46조 관련 가이드라인은 EEA 역내 공공기관-역외 공공기관 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계약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권고
• 브렉시트 전환 종료에 따라 ‘21년 1월부터 영국에서는 GDPR이 아닌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따를 예정이며, EU와 영국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조항을 적용

▶ EDPB는 ‘전략 2021~2023’의 실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향후 협력방안 검토 필요
• 국제적인 기본권 보호, 정보윤리 등과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개념의
차이점 해소를 위한 개념 정립, 개인정보 인식제고 등에서 협력 강화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생체인식, 클라우드 서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 방안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내재하기 위한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강화 방안에 대한 협력 모색

▶ EDPB에서 신규로 채택한 GDPR 관련 가이드라인, 성명서 등의 주요 내용과 관련, 국내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유럽연합 회원국과 연관되어있는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경우 GDPR 제23조에 근거한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영향분석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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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21년부터 영국 국내 법인 ’18년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이 적용됨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의 내용 파악 및 이를
고려한 대응 필요

Reference
1. EDPB, EDPB Strategy 2021-2023, 2020.12.5.
2. EDPB, EDPB Document on Terms of Reference of the EDPB Support Pool of Experts, 2020.12.15.
3. EDPB, Guidelines on restrictions of data subject rights under Article 23 GDPR, 2020.12.15.
4. EDPB, Guidelines on the interplay of the Second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 and the GDPR
5. EDPB, Guidelines on articles 46 (2) (a) and 46 (3) (b) of Regulation 2016/679 for transfers
of personal data between EEA and non-EEA public authorities and bodies, 2020.12.15.
6. EDPB, statement on the end of the Brexit transition period, 2020.12.15.
7. EDPB, information note on data transfers under the GDPR after the Brexit transition
period ends, 2020.12.15.
8. EDPB statemen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cessed in relation with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2020.12.15.
9. EDPB, Opinion 32/2020 on the draft decision of the Dutch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he Controller Binding Corporate Rules of Equinix,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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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원스톱숍 메커니즘에 따른
Twitter의 과징금 부과 사례 분석

[ 목 차 ]

1. Twitter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내용 및 처분
-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20)(DPC)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법정 시한 내에 신고
(GDPR 제33조 제1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Twitter International Company(TIC)에
4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20.12.5)

2. TIC 사건, 감독기구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원스톱숍 메커니즘 체계의 특성 노출
- TIC 사건은 DPC가 선임 감독기구로서 EU 모든 회원국의 관련 감독기구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첫 빅테크(Bigtech) 케이스
- 해당 사건에 대한 DPC의 결정문 초안에 여러 CSA가 이견을 제기했고, 그 대다수는
DPC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에도 이견을 철회하지 않았음

3. 감독기구 간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에 5개월 소요, GDPR의 느린 집행속도 부각
- 감독기구 간 합의에 실패한 DPC는 EDPB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요청했고, 이로써 TIC
케이스는 GDPR 제65조의 분쟁해결 절차가 처음으로 발동된 사건으로도 기록됨

1. Twitter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내용 및 처분
▶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DPC)는 미국 Twitter, Inc.의
아일랜드 자회사이자 유럽 본부인 Twitter International Company(이하 TIC)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법정 시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문서화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4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20.12.5)

20) 본고에서는 서로 명칭이 다른 EU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을 편의상 ‘감독기구’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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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및 경과) TIC는 자사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들의 비공개(private) 트윗 일부가
마치 공개(public) 트윗처럼 일반에 노출되는 현상을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18년 12월
26일 보고 받고 해당 사실을 DPC에 자진 신고
- 그 현상은 트윗 보호 설정이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램상의 버그로 인해 자동 해제됐기
때문에 발생(iOS 및 웹과는 무관)
- 해당 버그는 ‘14년 11월 4일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EU·EEA 정보주체의 수는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17년 9월 5일부터만 세어 보더라도
‘19년 1월 11일까지 총 88,726명에 달함
- 따라서 버그에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의 실제 규모는 집계된 수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으며, TIC는 ‘19년 1월 8일 DPC에 제출한 위반사실 신고서를 통해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견해를 전달
- 이에 DPC는 ‘19년 1월 22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20년 5월에는 TIC에 대한 결정
초안을 관련 감독기구에 전달하면서 협의 절차를 진행

• (위법 사항) TIC는 Twitter, Inc.의 법무팀이 해당 오류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일 뒤인
1월 8일에야 그 문제를 DPC에 신고했는데, 이는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에 감독기구에 신고할 것을 규정한 GDPR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 또한 TIC는 해당 사건의 내용을 충실히 문서화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로 GDPR 제33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DPC의 판단21)

[표1] Twitter 과징금 처분에 인용된 주요 조문
구분

내용
•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개인정보의 침해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컨트롤러는 부당한

GDPR 제33조

제1항

지체 없이 가급적 이를 알게 된 후 72시간 내에 제55조의 권한을 지닌
감독기구에 해당 침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2시간 경과 이후 감독기구에

(감독기구에

이를 통지할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동봉해야 한다.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 컨트롤러는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침해 사안을 문서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침해
제5항

사실과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시행된 구제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감독기구는
해당 문서를 제33조의 준수 여부 판단에 활용한다.

21) DPC에 따르면, TIC 측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문서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 기록보다는 다소 일반적인
내용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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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C 사건, 감독기구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원스톱숍 메커니즘 체계의 특성 노출
▶ 상기 TIC 사건은 DPC가 선임 감독기구(Lead Supervisory Authority, LSA)로서 EU 모든
회원국의 관련 감독기구(Concerned Supervisory Authorities, CSA)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첫 빅테크(Bigtech) 케이스

• (GDPR의 원스톱숍 메커니즘) 개인정보 처리 등의 문제 행위가 복수의 EU 회원국과
연관돼 있을 경우, GDPR은 해당 기업 주사업장 관할 감독기구가 LSA를, 나머지 국가의
감독기구가 CSA를 각각 담당해 ‘모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GDPR
제63조)’토록 규정
- 즉, DPC는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Twitter, Facebook, Apple,
Google, Microsoft 등)의 EU 역내 다국적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LSA로서 권한을 지님
• EU 회원국 각국의 감독기구를 하나의 협력체로 묶어 기업과 정보주체가 지역으로 인한
특별한 번거로움 없이 자신의 연고지에서 바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원스톱숍(one stop shop) 메커니즘'의 취지
- GDPR 이전에도 EU 정책결정자들은 감독기구 간 협력을 적극 독려했지만 당시 EU법에는
관련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
- 그로 인해, 여러 회원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룰 때는 개별
회원국의 법적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일일이 따로 살피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음
- GDPR 체제에서는 EU 전역에 걸쳐 일관된 법집행을 실현하기 위해 감독기구가 스스로
서로 협의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LSA의 가이드라인 및 집행 절차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 가능하게 됨
- 한편, 개인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종전부터 문제를 유발한 기업의 EU 주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거주 국가의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GDPR 발효
이후에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음
- 그러나 감독기구 간 협력체제가 법으로 정립된 만큼,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정보 요청
청구나 피해 구제 신청 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기대 가능

▶ 그러나 TIC 관련 DPC의 결정문 초안에 대해 여러 CSA가 이견을 제기했고, 대다수의
감독기구는 DPC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에도 이견을 철회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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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C는 비공개 트윗 유출과 관련해 TIC를 컨트롤러, Twitter, Inc.를 프로세서로 각각
간주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자신이 LSA의 자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CSA는 관련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기초적 판단 자체에 의문을 제기
- TIC는 동 사고를 신고하면서 스스로를 ‘유럽에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
업체’로 규정했고, 자사 이용자 대상의 프라이버시 안내문에서도 DPC를 LSA로
지목하고 있음
- 즉, 비공개 트윗 유출 사고는 컨트롤러인 TIC를 대신해 프로세서인 Twitter, Inc.가
정보처리 작업을 수행(양사 간 관련 계약 존재)하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이 TIC 측의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DPC 역시 동의
- 그러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TIC는 Twitter, Inc.의 자회사에 불과한데 어떻게
상대에게 지시를 내리는 컨트롤러일 수 있는가’라며 DPC의 판단에 의문을 표했고,
네덜란드와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22) 역시 비슷한 내용의 견해를 제시
-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초안만으로는 피조사자의 진술 외에 다른 어떤 근거가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판단에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고, DPC가 과연 어떤 근거로 LSA 자격을
갖는지도 명확치 않다23)’고 지적

• DPC는 TIC 케이스를 GDPR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한 반면, 프랑스 감독기구는
오히려 GDPR 제28조(프로세서의 의무) 혹은 제32조(개인정보 처리의 보안) 위반에
가깝다고 판단
- 컨트롤러인 TIC는 프로세서인 Twitter, Inc.의 법무팀이 문제의 버그를 인지한 지 5일
뒤인 ‘19년 1월 7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절차를 프로세서가 따르지 않았거나 혹은 여타의 이유로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 DPC는 컨트롤러가 프로세서의 정보 처리를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프로세서가 GDPR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24)를 다하지 못했다 해도 이를 이유로
컨트롤러의 통지 의무(GDPR 제33조 제1항) 위반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판단

22) 독일 감독기구의 경우, TIC와 Twitter Inc을 일종의 공동 컨트롤러 관계로 판단
23) 그 권한을 갖는 근거가 ① Twitter의 유럽 주사업장이 TIC여서인지, 아니면 ②TIC가 이번 사안의 컨트롤러여서인지
불분명하다는 의미. 아울러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유럽 내 특정 감독기구가) 피조사자 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다면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 유리한 관할권을 찾아가 재판을 받는 행위)이 조장될 수 있다’며,
DPC에 ‘컨트롤러/프로세서 판단의 근거를 더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요청
24) GDPR 제33조 제2항은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하기 위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양방이 ‘보안의 적정
수준을 평가할 때는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 특히 이전, 저장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정보의 우발적이거나
불법적인 파기, 유실, 변경, 무단 제공, 무단 열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TIC 케이스의 경우, 프로세서인
Twitter, Inc. 내부에서부터 연말 연휴로 인해 해당 버그에 관한 소통 및 확인이 지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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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프랑스 감독기구는 감독당국에 대한 TIC의 자진신고가 지연된 것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사이의 개인정보 보안 관련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컨트롤러의 통지 의무(컨트롤러가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 신고)만을
규정한 GDPR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반박

• 적정 과징금 액수와 관련해, 당초 DPC는 TIC의 위반이 전체적으로 그리 중한 사안이 아닌
만큼 135,000유로에서 275,000유로 사이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CSA 일각에서는
그보다 수십 배 높은 액수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
- GDPR 제8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일반 조건)에 의하면, 제33조 위반 시의 최대 과징금은
1,000만 유로 혹은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의 2% 중 더 높은 금액
- 따라서 TIC의 경우, 법적으로는 Twitter, Inc.의 ‘18년 글로벌 매출 30억 달러의 2%인
최대 6,000만 달러(약 4,900만 유로)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25)
- 그러나 DPC는 ▲TIC의 신고 지연(GDPR 제33조 제1항 위반)은 시스템 차원의 문제나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단발적 사건이고, ▲사건 내용을 충실히 문서화하지 않은 것(GDPR
제33조 제5항 위반) 역시 고의라기보다는 관련 요건을 오해한 결과에 가깝다고 판단26)
- 또한 ▲TIC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버그 수정을 포함한 조치를
취했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술적·조직적

보완을

시행함으로써 컨트롤러로서 대체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감독기구에 대한
협력 태도도 양호한 편이었음27)
- 이러한 정황28)과 GDPR의 과징금 산정 원칙(실효성, 비례성, 억제성)29)을 감안할 때,
TIC에 대한 적정 과징금은 Twitter, Inc. 연매출의 0.005%에서 0.01% 사이(GDPR 최대
과징금의 0.25%-0.5%)가 적절하다는 것이 DOC의 당초 입장이었음
- 그러나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최소 88,726명이 버그로 인한
트윗 보호 해제 사고에 영향을 받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반 대중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매우 짙고, ▲신고 지연의 원인이 프로세서 측의 과실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컨트롤러가 무겁게 져야 하며, ▲DPC가 책정한 정도의 과징금은 실효성도

25) 비록 TIC가 본 사안의 컨트롤러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자율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TIC는 그 모기업인
Twitter, Inc.와 여전히 경제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DPC의 판단
26) GDPR 제83조 제2항제(b)호는 과징금 산정 시 해당 위반의 고의성 여부를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
27) 각각 순서대로 GDPR 제83조 제2항제(c)호(정보주체의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 제(d)호(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감안할
때 컨트롤러 혹은 프로세서의 책임 수준), 제(f)호(감독기구와의 협력 수준) 관련 평가
28) 단, TIC에 대해 직접적인 과징금 경감 요인으로 적용된 것은 ‘정보주체의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 항목이 유일
29) GDPR 제83조 제1항은 개별 위반 사례에 대해 실효적이고(effective: GDPR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
일 것), 비례적이며(proportionate: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되 필요 이상으로 과하지 않을 것), 억제적(dissuasive:
해당 위반 행위의 재발 혹은 모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함)인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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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도 억제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Twitter, Inc.의 연간 글로벌 매출
중 최소 1% 정도는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DPC에서 너무 낮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며, TIC에 대한
과징금이 실효성과 억제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Twitter의 비즈니스 성격과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7,348,035 유로에서 22,044,015 유로 사이가 적당하다고 의견 피력
• 상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쟁점에 걸쳐 이견이 제기됐으나 DPC는 과징금 산정 관련
이견만을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reasoned and relevant objection)’으로 인정
• DPC는 CSA들의 이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유관한지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CSA들과의 의견차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음

[표2] Twitter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타임라인
시점

이벤트
• Twitter, Inc., 버그바운티(bug bounty) 프로그램을 통해 안드로이드 앱의

‘18.12.26

버그에 관한 보고를 접수
-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관리 업체(이하, 계약자1)는 동 보고서를 버그 확인 및 영향
평가 담당 업체(이하, 계약자2)에 전달

‘18.12.29

• Twitter, Inc., 계약자2로부터 버그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전달받음
• Twitter, Inc. 정보보안팀, 계약자2의 보고를 토대로 해당 버그가 보안 이슈는

‘19.1.2

아니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안일 수는 있다고 판단
• Twitter, Inc. 법무팀, 관련 보고 접수

‘19.1.4

‘19.1.7

‘19.1.8

‘19.1.22
‘19.5.28
‘19.10.21

• Twitter, Inc. 법무팀 의견에 따라 사건(incident) 대응 절차 발동. 그러나 내부 절차
진행상의 실수로 인해 글로벌 DPO(data protection officer)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함
• Twitter, Inc.의 글로벌 DPO, 회의 도중 뒤늦게 사건 인지
• TIC, DPC에 사건 발생 사실을 통지
- 통지에는 DPC의 ‘국경 간 침해 통지(cross-border breach nocification)' 서식 활용
• DPC, 조사 시행 통지를 TIC에 발부하고, 이를 통해 조사의 범위와 법적 근거 안내
- TIC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조사 절차 시작
• DPC, 조사 보고서 작성
- DPC는 보고서 초안을 TIC에 송부하고 관련 설명을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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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이벤트
• DPC, 의사결정 단계 시작
- 이 과정 역시 결정 초안(Preliminary Draft Decision, 2020년 3월 발부) 등에 대해

‘19.10.21

TIC에 추가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포함
- DPC는 결정 초안을 통해 GDPR 제33조 제1항 및 제33조 제5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예정임을 TIC 측에 전달
• DPC, TIC 측의 설명을 검토하면서 GDPR 제60조에 따라 관련 감독기구들에 결정

‘20.4.27
‘20.5.22

초안 전달 준비
- GDPR 제60조는 ‘선임 감독기구(이 경우에는 DPC)’와 ‘관련 감독기구’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합의 도출을 위해 상호 협력토록 규정
- 선임 감독기구는 GDPR 위반 기업 주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감독기구가 담당

‘20.5.22
‘20.6.20

‘20.7.15

• DPC, 결정 초안을 관련 감독기구들에 전달
• 이에 대해 다수의 관련 감독기구가 이견을 제시하며 반발
- 적정 과징금 액수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고, 일각에서는 DPC의 GDPR 해석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
• DPC,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을 관련 감독기구들에 전달하면서, 그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고수할지 여부를 문의
• 덴마크 감독기구는 이견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DPC에 전함

‘20.7.27･28

• 그러나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감독기구는
해소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앞으로도 이견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DPC에 전달
(스페인 감독기구는 기존의 이견 중 일부를 철회)

‘20.8.19

‘20.11.9

‘20.12.5

• DPC, GDPR 제60조 제4항에 따라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에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요청함으로써 GDPR 제65조 제1항 제(a)호의 분쟁해결절차 발동
• EDPB, 구속력 있는 결정(Binding Decision) 발부
• DPC, 구속력 있는 결정에 따라 TIC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당초 예정(13만 5,000-27만
5,000유로)보다 상향 조정하여 4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3. 감독기구간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에 5개월 소요, GDPR의 느린 집행속도 부각
▶ 감독기구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DPC는 결국 LSA 자격으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EDPB)에
TIC 케이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요청했고, 이로써 GDPR 제65조의 분쟁해결
절차가 처음으로 발동됐음(’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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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구간 합의 실패 시 절차) LSA는 결정 초안에 대해 CSA로부터 제기된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을 따를 의향이 없거나, 혹은 그 이견이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안을 GDPR 제63조에 규정된 일관성 메커니즘에 회부하게 됨
-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이란 ▲①GDPR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②해당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와 관련해 예정된 행위가 GDPR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결정 초안에 내재된 위험(정보주체의 기본권이나 자유, 또는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흐름에 대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견을 의미(GDPR
제4조 제24항)
- CSA는 LSA로부터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에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을 표명할 수 있음(GDPR 제60조 제4항)
-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의 주제가 된 모든 사안과 관련해,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EDPB)는
EEA 전역에 걸쳐 GDPR의 일관된 적용을 담보해야 할 책임을 진 기구로서 GDPR 제65조
제1항제(a)호에 따라 LSA 및 CSA 모두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binding decision)’을
채택해야 함
- 구속력 있는 결정은 회부된 사건의 완전성 검토(EDPB 의장 및 권한을 지닌 감독기구가
시행)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EDPB 구성원 2/3 다수결로 채택되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EDPB 구성원 1/3 이상의 제청이나 의장 직권으로 추가 1개월의 기한
연장이 가능함(GDPR 제65조 제2항, TIC 케이스에 실제 적용)
- 상기의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EDPB는 그
기한의 만료 이후 2주 이내에 다수결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채택하게 됨(GDPR 제65조
제3항)

▶ EDPB는 CSA의 이견을 검토 끝에 TIC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라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냈고(‘20.11.9), DPC는 그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상향 조정된 4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20.12.5)
• DPC와 마찬가지로 EDPB 역시 과징금 산정 관련 이견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예를 들어, TIC를 컨트롤러로 볼 수 없다는 네덜란드 감독기구의 이견은 일단 유관성
요건에는 부합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컨트롤러/프로세서 여부에 따라 GDPR
제33조 위반 여부는 물론이고 과징금 등 행정조치 관련 결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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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네덜란드 감독기구는 결정 초안의 결과로 인해 정보주체의 자유·권리나
자유로운 개인정보 흐름에 중대한 위험이 어떻게 초래될 수 있는지 논증하지
못했으므로 합리성 요건을 결여

[표3] 합리적이고 유관한 이견의 요건(EDPB의 판단 기준)
구분
유관한
(relevant)

내용
• DPC(TIC 사건의 LSA)의 결정 초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어야 하고
• GDPR 위반의 존재 여부 혹은 해당 컨트롤러/프로세서와 관련해 예정된 행위의
GDPR 부합 여부를 다루어야 함
• 결정 초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와 해당 변경을 통해 결론이 어떻게

합리적
(reasoned)

달라지는지를 논리적이고 분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 결정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경우에 따라
EU 역내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흐름)에 가해질 있는 위험의 중대성을 명확히
논증해야 함

▶ 결과적으로 DPC는 TIC에 대한 조사를 이미 완료하고도 CSA들과 협의 및 분쟁해결에만
5개월 이상을 추가로 소모한 셈이며,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GDPR 집행 속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유럽소비자조직(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의 법무 담당자인 David Martin은
“집행이 (더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지 않는다면 (GDPR)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

Reference
1. DPC, "Data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s decision in Twitter inquiry Bank Security",
2020.12.15.
2. EDPB, "Decision 01/2020 on the dispute arisen on the draft decision of the Irish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witter International Company under Article 65(1)(a)
GDPR", 2020.11.9.
3. The Verge, "A Twitter bug exposed some Android users’ protected tweets for years",
2019.1.17.
4. The Verge, "Twitter hit with €450,000 GDPR fine nearly two years after disclosing data
breach", 2020.12.15.
5. OLHARDIGITAL, "Twitter fined in the EU for delay in data breach notification",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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