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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백신여권 도입 현황
(1) 주요국
① 미국
(개요)
▶ 최근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 이용 시 백신여권을 포함하여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금지하는 법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다수의 주정부와 공화당 및 보수 단체 등은 백신여권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여행업계, 스포츠 단체, 대학 등에서는 조속한 경제 및 일상 회복과
공공안전을 위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
• ’21.6월 기준, 뉴욕과 하와이 2개 주가 여행 시 백신여권 소유자에게 자가격리 면제나
특정 장소 방문을 허용하는 법안을, 15개 주1)가 지역 내 백신여권을 적용하는 것을
1) U.S. News, These States Have Banned Vaccine Passports, 2021.6.1.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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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마련
• 한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백신인증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 항공여행의 경우
57%,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의 대규모 행사의 경우 5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근무지(45%), 호텔(44%), 식당(40%) 등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0% 이하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음2)
(연방정부)
▶ 연방정부는 백신여권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을 밝혀왔으나, 최근 보건복지부(HHS)
산하 보건정보기술전담실*을 주축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 중3)
*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ONC)

•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최소 17가지 종류의 여권을 구상 중이나, 기술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난립 중인 백신여권 기술을 일관성 없이 채택하게 될 경우 국가 보건 정책
전반의 비효율성과 안전 조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현재 연방정부는 백신여권 도입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 해킹 우려
없이 안전하고 위조할 수 없는 기술 적용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중
(주정부)
▶ (뉴욕주-찬성) ‘21.3월 IBM과의 협력으로 미국 최초로 백신여권(Excelsior Pass)을 도입
• 모바일 앱 형태의 이 백신여권은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인증하고 고유 QR
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
• 뉴욕주 내에서는 백신여권 확인을 통해 공연장과 같이 입장을 허용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6월 초 기준 누적 110만 건 이상의 여권이 발행
※ 뉴욕주 백신 접종자 수는 910만 명(’21.6)

표1_뉴욕주 백신여권 동작 방식: 엑셀시오 패스(Excelsior Pass)
① 백신접종 및 코로나 테스트 정보 입력
② QR 코드 인쇄물 형태나 Excelsior Pass Wallet 앱 내 다운로드하여 수령
③ 시설 및 공연장 입장 시 개인 신분증 확인과 함께 QR 리더기를 통해 백신여권 인증

아이다호, 인디아나, 아이오와,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2) Gallup, U.S. Support for Vaccination Proof Varies by Activity, 2021.5.7.
3) Washington Post, ‘Vaccine passports’ are on the way, but developing them won’t be easy,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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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반대) ’21.6월 텍사스주는 백신 접종 여부 등을 담은 백신여권을 금지하는 법* 통과
* Senate Bill(SB) 968

• 이 법은 백신여권을 금지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백신접종과 관련한 어떤 증빙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규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선 주 정부 자금 지원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정부 조달 입찰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함
• 또한, 동 법은 텍사스주의 기업 관리 부처들에게 지역 내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시 주
면허나 영업 허가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의무사항은 아님)
② EU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1.7월부터 27개 회원국에 백신여권(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도입을 통해 회원국간 여행 제한 조치 완화를 권고
• EU의 백신여권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로부터 완치된 사람들도 발급 가능 대상에 포함
• 백신 접종자의 경우 마지막 회차 접종 14일 이후부터 여행 시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토록 했으며, 완치자들은 PCR 양성 판정 이후 180일 동안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
표2_EU 백신여권 동작 방식: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서명이 담긴 QR 코드를 스캔하여 서명을 인증
※ 병원, 테스트센터, 보건 당국 등 발급 주체별 고유의 디지털 서명키를 갖고 있으며, 이 서명키는 각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저장

②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각국의 QR 코드 내 서명만을 인증
※ 인증서 보유자 개인정보는 디지털 서명 인증 과정에서 불필요하므로 게이트웨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아도 됨

③ 유럽집행위원회(EC)는 회원국의 인증서 발행, 저장 및 인증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앱 개발과
게이트웨이상에서 필요한 테스트를 지원

▶ 그리스와 독일에서는 백신여권을 이미 도입한 상태로, 특히 관광업계의 타격이 심각한
그리스의 경우 해외 방문객 대상 백신여권 적용에 대해 사회적인 지지가 형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독일은 백신여권 도입에
따른 윤리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Yougov의 조사4)에 따르면, 61%
이상의 응답자가 백신여권 실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4) Yougov, Global study: Should overseas travelers carry a vaccine passport?,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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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들은 코로나 백신여권 활용에 대해 국경 간 이동용으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5)
• 부정적 견해의 경우 프라이버시 문제보다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더 큰 원인으로 응답
• 그러나 국경 간 여행 시 백신여권 활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
③ 이스라엘
▶ 성인 기준으로 80%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21.2월부터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를 대상으로 백신여권 프로그램(Green Pass)을 운영 중
• 이스라엘은 스포츠 경기장, 수영장, 레스토랑·카페, 영화관, 전시장, 문화 행사장,
관광지 등 시민들이 밀집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린패스 제도를 적용
• 그린패스는 이스라엘 보건부 웹사이트나, 전화 핫라인 및 모바일 앱(Traffic Light,
Ramzo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표3_이스라엘 백신여권 동작 방식: 그린패스(Green Pass)
① QR코드가 부착된 시설 및 장소 입구에서 해당 코드를 스캔하여 도착 시설이 그린패스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이용 조건을 확인
② 그린패스를 필요로 하는 시설인 경우, 그린패스와 함께 국가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ID,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
③ 앱을 통해 그린패스를 제시하는 경우, 그린패스 화면을 동작

▶ 이스라엘의 백신여권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 보편적인 ID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 확산과 효과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가능
• 그러나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여부, 백신 접종 일자 등 지나치게 불필요한 개인
의료정보까지 공개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이슈가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부각
④ 중국
▶ 중국 정부는 ‘21.3월부터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인 위챗 앱을 통해
코로나 백신여권인 ‘국제여행건강증명서(国际旅行健康证明)’를 출시
• 백신여권에는 일반적인 백신여권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 접종 여부 이외에도 제조사,
종류, 접종 날짜, 핵산 및 혈청 항체 검사 결과, 호흡기 질환 증후 등의 다양한 정보 포함
• 중국은 자국민이 항공, 기차 등을 이용하거나 특정 장소 출입 시에도 백신여권
활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QR 코드의 디지털 버전 이외에도 종이 인쇄물도 인정
5) The CS Monitor, Vaccine passports: Why Europe loves them and the US loathes them,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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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백신여권을 통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국내외 여행 촉진을 도모
그림1_중국 국제여행건강증명서 이미지: (좌)전자 앱 버전, (우)종이 인쇄 버전

출처: 중국 외교부 영사서비스망6)

▶ ‘21.4월부터는 중국 정부가 당초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 자체 개발 백신 이외에
화이자, 모더나 등 서구권 백신 접종 기록도 건강코드용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시작7)
• 중국 외교부는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국가간 상호인증을 실현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뒷받침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
여부 등은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
• 그러나 중국 백신여권의 경우 중국산 백신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중국 측에서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효능 및 부작용
검증과 관련된 문제점이 남아 있음
• 이외 중국의 폐쇄적인 데이터 관리 정책으로 인해 중국 백신여권 적용은 해외
입국자 개인정보의 중국 내 유출 우려도 수반
6) http://cs.mfa.gov.cn/gyls/lsgz/fwxx/t1859289.shtml
7) 조선비즈, 中, '백신여권' 출시…국가간 상호인증 받을 수 있을까,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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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본
▶ 일본 카토(加藤) 관방장관은 ’21.7월 하순부터 정부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름, 여권번호 및 백신 접종일이 기재된 종이 기반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착수 예정
• 국가백신접종기록 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신청자에게 발급
• 미접종자 역차별 문제, 고령층 디지털 인증서 발급 문제,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국민 정서 등으로 디지털 인증서는 다소 지연될 예정
표4_주요국 백신여권별 확인정보 및 주요 제기 이슈
확인 정보
국가

백신여권명

주요 제기 이슈
백신접종

PCR 결과

완치

미국

뉴욕주 Excelsior Pass

O

O

-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O

O

O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

이스라엘

Green Pass

O

O

O

과도한 개인의료정보 수집

중국

국제여행건강증명서

O

O

O

해외 입국자 정보의 중국 정부 관리

일본

백신접종증명서

O

-

-

미접종자 역차별 및 고령층
디지털 인증서 발급 문제

대한민국

예방접종증명서

O

-

-

노년층의 편의를 고려한 종이
증명서 발급 검토 중

⑥ 국내
▶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21.5월부터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Coov)를 발급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1항에 따라 발급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블록체인은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며, 예방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주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리나라의 백신여권은 예방접종 기록에 국한하고 있으며, PCR 음성 확인이나
코로나 확인 후 회복증명서 등은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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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 및 산업단체
(개요)
▶ 세계경제포럼(WEF),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상공회의소(ICC) 등 국제기구 및
단체를 중심으로 백신인증 관련 표준 기술을 개발하며 시범 사업이 활발히 진행
▶ ’21.6월 말 기준 국가 단위에서 국제기구나 단체의 표준 기술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경우는 싱가포르의 IATA 표준 적용이 유일한 사례
(주요 사례)
① WEF 커먼패스 프레임워크(Common Pass Framework)8)
▶ 동아프리카 전염병 퇴치의 일환으로 스위스 비영리단체인 커먼스 프로젝트(The
Commons Project)와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백신여권 앱 표준
• ‘20.8월에 확정된 커먼패스는 여행자가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 기관과 공유할
필요 없이 건강 검진 요건 충족 사실만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
• 즉, 검증 기관은 입국자가 소지한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출처의 신뢰성 ▲입국
국가의 건강 검진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별, 민감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
• 또한, 커먼패스는 특정 정부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성과 함께 HL7 FHIR9), LOINC10)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방적 표준을 추구
②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Travel Pass11)
▶ 세계 각국 정부의 입국 요건, 코로나 검사 시설 등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며,
이용자는 코로나 검사 결과·백신 접종 여부 등을 디지털로 저장하여 백신인증을 실시
• ‘21.1월 에미리트 항공을 필두로 이후 대한항공(‘21.3), 베트남항공(‘21.6)을 포함해
전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
• 싱가포르는 ‘21.5월부터 IATA 모바일 Travel Pass 적용 대상을 전체 입국자로
확대하여 IATA Travel Pass 소지자의 비격리 입국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백신여권 프로그램을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한 사례

8) https://thecommonsproject.org/commonpass
9) 보건의료 표준 단체인 Health Level Seven(HL7)이 개발한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차세대 기술 표준(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10) 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 의료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기구인
Regenstrief Institute가 마련한 병원 검사 명칭 및 임상 용어를 위한 표준 체계
11) https://www.iata.org/en/programs/passenger/travel-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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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Travel Pass 도입에 앞서 ’21.3월 약 2주 동안 싱가포르항공의 런던
노선에 Travel Pass를 시범 도입해 탑승객을 대상으로 검증을 완료
표5_WEF 백신여권 동작 방식: WEF Common Pass Framework

① 커먼패스 이용을 위해 방문자는 지정 의료 기관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과를 업로드를 한 다음, 입국 국가가 요청하는 추가적인 의료 진단 질문서를 작성
② 테스트 결과 및 질문서 내용을 토대로 커먼패스는 입국 국가의 여행자 검역 요구사항을 준수
했음을 확인해 주고, QR 코드를 생성
③ 항공사 직원과 국경 공무원은 해당 QR 코드를 스캔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탑승과 입국을 허가
(QR 코드는 모바일 기기가 없는 이용자를 위해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음)

표6_싱가포르 백신여권 동작 방식: IATA Travel Pass
① IATA의 Travel Pass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해 사진과 여권 및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면, 비행 상태나
여행지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② 여행 출발 전 코로나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를 항공사와 방문 국가의 정해진 기관에 디지털로 공유
③ 이후 항공사와 각국 보건당국이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승객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앱에 등록된 모든 정보는 승객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음
※ Travel Pass 시스템 구성 요소: 국가별 입국 요건 데이터베이스(Timatic), 국가별 검사·백신 접종 가능
시설 데이터베이스, 검사 결과·예방 접종 증명 의료시설용 애플리케이션, 여행 애플리케이션 등 4개 오픈
소스 모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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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여권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 및 규제 사례
(1) 개인정보 유출 사례
▶ 백신여권 도입 초기 단계로서 아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일부 사례가 보도
▶ 뉴욕주의 경우 급속한 백신여권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 도용이 가능한 기술적
취약점이 확인12)
• 비영리단체 ‘감시기술감독프로젝트’(STOP)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나 구글 검색에 올라와
있는 이름, 생일, 백신접종일, 백신 유형 등 타인의 백신카드 이미지 정보 포스팅을
이용해 타인의 엑셀시오르 패스를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 중국 식품위생국의 경우 백신접종 확인용 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13)
• 식품위생국이 개발한 백신접종 기록 확인용 앱은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 유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휴대폰용 QR코드 스캔 시 백신접종
유무뿐만 아니라, 이름, 신분증 등 다양한 개인 신상정보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

(2) EU GDPR
▶ 백신여권에 담기는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special category data)로, 정보 이전 시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권리 공지를 제공해야 하며, 공지 시에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함14)
• 백신여권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기관이 데이터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며, 컨트롤러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백신여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평가를 수행해야 함
• 백신여권 데이터가 데이터 처리로 인해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경우 실행 이전에 개인정보영향평가(DPIA)*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DPIA는 필수적
*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DPIA): (특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고위험(high risk)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컨트롤러가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이전에 처리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12) NY Times, Will the Excelsior Pass, New York’s Vaccine Passport, Catch On?, 2021.6.1.
13) 대한뉴스, 백신 기록 통해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앱 보안 허술, 2021.5.7.
14) Business Leader, Vaccine Passports and Data Protection: What You Need to Know,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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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자체적인 백신여권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GDPR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컨트롤러는
백신여권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함
• 백신여권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GDPR 하의 민감 정보
처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캐나다 백신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
▶ ‘21.5월 캐나다 연방, 주 및 준주 정부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원장들은 백신여권의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준수를 위해 ▲필요성 ▲효과성 ▲비례성을 주요
원칙으로 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15)
• 필요성(necessity): 백신여권은 공공 보건 목적 달성에 필요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은
증거에 기반할 것
• 효과성(effectiveness): 백신여권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하며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성을 지녀야 함
• 비례성(proportionality): 백신여권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위기는 목적했던 공공 보건 목적의
중요성 비례해야 하며, 백신여권 제도는 최소한의 개인 의료정보의 양만 수집, 활용,
공개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data minimization)‘ 원칙을 적용
▶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원장들은 정부와 기업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백신여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의료 관련 법률 내에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즉, 백신여권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실행 주체 및 정부와 기업이
백신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이외에도 공동 선언문에서는 백신여권 적용 주체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제한된 수집, 투명성, 책임성, 세이프가드(안전조치),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 정보
활용 범위의 제한 등을 핵심 요소로 규정

3. 결론 및 시사점
▶ IATA의 Travel Pass 표준을 채택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백신여권이
자국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백신여권이 전 세계 국가들에 의해
공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표준 구축 및 합의가 필요

15)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Privacy and COVID-19 Vaccine Passports, 20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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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백신여권에 대한 글로벌 표준 마련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백신 접종 환경이 비슷하거나 상호 이동이 활발한 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간 협정 체제 구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그리스는 ‘21.2월 이스라엘과의 양자 백신여권 협약 이후 현재 10개 이상의 국가들과 유사한 협상을 추진 중이며,
별도의 행정 절차나 격리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사례도 참조
가능(오세아니아 트래블 버블: 호주-뉴질랜드, 발틱 트래블 버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백신여권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해외 규제 기관들과의 공조 하에 개인정보보호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도출해야 함
• 특히, 디지털 기반의 백신여권은 나이, 민족, 성별로 인한 소외 계층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 질병 등 신체 특성의 이유로 인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검토가 필요
※ WHO는 ’21.4월 백신 효과의 불확실성과 백신 비접종들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여행 목적의
백신여권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 또한, 캐나다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백신여권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전담하기 위한 감독 기구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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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siness Leader, Vaccine Passports and Data Protection: What You Need to Know, 2021.6.2
2. New York Times, Will the Excelsior Pass, New York’s Vaccine Passport, Catch On?, 2021.6.1.
3.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Privacy and COVID-19 Vaccine Passports, 2021.5.19
4. U.S. News, These States Have Banned Vaccine Passports, 2021.6.1.
5. 中国领事服务网, 好消息！中国版“国际旅行健康证明”正式上线, 2021.3.8
6. 대한뉴스, 백신 기록 통해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앱 보안 허술, 2021.5.7.
7. Commons Project, https://thecommonsproject.org/commonpass
8. IATA Travel Pass, https://www.iata.org/en/programs/passenger/travel-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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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분석 (1)

[ 목 차 ]

1. 개요
2. 주요 내용
(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인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2) Directive 95/46/EC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3) Directive 2002/58/EC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4)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5)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6) 개인정보 감독기구
(7) EU법의 영토적 적용범위
(8) EU 기관의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권 및 개인정보보호

1.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y,

이하

CJEU)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시사항을 묶은 판례집을 발간(‘20.7월)
• 동 판례집은 기존 CJEU 판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시사항 중 의미가 있거나
쟁점이 되는 내용을 재구성되었으며, 본 보고서 1편에서는 1~2 섹션을, 2편에서는 3~8
섹션을 검토
구분
섹션1

섹션2

제목
Ÿ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인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Ÿ Directive 95/46/EC(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파일링 시스템, 컨트롤러의 개념, Directive 95/46/EC
제7조에 따른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및 예외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사례

섹션3

Ÿ Directive 2002/58/EC(전자통신 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지침, 이하 ePrivacy 지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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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구분

제목
Ÿ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섹션4

※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잊힐 권리), 개인정보 처리 및 지적재산권, 검색기록 삭제,
쿠키 형태의 정보 저장에 대한 웹 사이트 사용자의 동의의 유효성

섹션5
섹션6

Ÿ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Ÿ 개인정보 감독기구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 독립성의 필요조건, 감독기구 결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법률

섹션7

Ÿ EU법의 영토적 적용범위

섹션8

Ÿ EU 기관의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권과 개인정보보호

2. 주요 내용
(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인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16)
▶ CJEU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인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17)는 보편적 이익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판시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농업법인 Volker und Markus Schecke GbR와 농업인인 Eifert은 2008

Volker und Markus

회계연도에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또는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AFRD)의

Schecke and Eifert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할 지방 당국인 헤센 주에 신청서를 제출

(C-92/09 and
C-93/09,
EU:C:2010:662)
(2010.11.9.)

- 독일 연방 농업식품청은 EAGF와 EAFRD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성명 혹은
상호명, 수급자 거주지 혹은 소재지와 우편번호, 연간 수령금액 등을 공식
웹사이트에 제공
- 수급 정보가 공개된 Volker und Markus Schecke GbR와 농업인 Eifert은
각각 독일 행정법원에 헤센 주가 자신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도록
명령해 줄 것을 청구

16)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7조 및 제8조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7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가정과 의사
소통에 대해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8조(개인정보보호) ①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그러한 정보는 명시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률이 규정한 기타 적법한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이를 정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이러한 규칙의 준수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17)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52조는 유럽헌장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52조(권리와 원칙의 범위 및 해석) ① 이 헌장에서 인정하는 권리 및 자유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본질을 존중해야 한다. 해당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일반적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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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 헤센 주는 개인정보의 공개가 농업 정책의 자금 조달을 관장하는 EU
이사회규칙 1290/2005(농업 정책의 지출 재정에 관한 규칙) 및 EU집행
위원회규칙 259/2008(수급자 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규칙에 따라 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 Volker und Markus Schecke GbR과 Eifert은 이와 같은 정보의 게재 행위가
공익을 우선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게재에 반대
- 이에 독일 법원은 EU이사회규칙 1290/2005 및 EU집행위원회규칙
259/2008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해당 규칙의 몇몇 조항의 유효성, 특히 국가기관이 특정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 상에 게재하여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18)을 내려 줄 것을 제청

Volker und Markus
Schecke and Eifert

Ÿ 판시사항
- CJEU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유럽 기금의

(C-92/09 and

투명성 의무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금의 수급자 및 수령 금액을 웹

C-93/09,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제3자가 웹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EU:C:2010:662)

측면에서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2010.11.9.)

침해하는 것으로 보면서,
- 해당 침해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법률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일반적
법익을 충족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봄
-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납세자들이 공적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에도, EU이사회 및 EU집행위원회는 해당 규칙의 문제
되는 조항을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의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게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섰는지 확인해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 자금을 지원 받은 기간, 빈도, 성격 및 총액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단순히 개인정보 게시 의무만을 부과하는 점에서,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
연합집행위원회 규칙의 관련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
- 따라서, CJEU는 이사회규칙 1290/2005의 특정 조항 무효 및 규칙
259/2008의 전부 무효를 결정
Ÿ 사실관계

Schwarz
(C-291/12,
EU:C:2013:670)
(2013.10.17.)

- Schwarz는 보훔(Bochum)시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독일 여권 발급의 필수
요소인) 지문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보훔 시도 여권 발급을 거부
- Schwarz는 독일 행정법원에 보훔 시가 지문 수집 없이 여권을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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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 소송 과정에서, Schwarz는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지문을 수집할 의무를
부여하는 EU이사회 규칙 2252/2004가 개인정보보호권과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규칙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이에 독일 행정법원은 특히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문을 제공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비추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EU이사회 규칙 2252/2004 제1조 제2항19)에 따른 국가 당국의
지문 수집 및 보관이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 및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Schwarz
(C-291/12,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면서
- 다만, 해당 침해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동 침해행위는

EU:C:2013:670)

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럽연합 영역으로의 불법적 입국을 막기

(2013.10.17.)

위한 목적’이라는,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일반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고도로 안전한 저장 매체에 지문을 저장하면 여권이 위조될 위험을
줄이고 EU 국경에서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당국의 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지문의 유일한 대안은 홍채 스캔인데, 이 기술은 아직 지문
인식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이고 명백한 대안이 없고
▲데이터가 중앙에 저장되고 다른 목적(예 : 범죄 수사 또는 사람을 간접적
으로 모니터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EU로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서만 제공되는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침해가
정당화된다고 판단
Ÿ 사실관계
- 2006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통신정보
저장을 규율하고 유럽연합 내의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Directive 2006/24/EC(데이터 보유 지침)20)를 채택

Digital Rights Ireland
and Seitlinger
and Others

-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EU 회원국별로 채택된 조치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
- 아일랜드에서는 인권단체 Digital Rights Ireland가 2006년부터 휴대전화를

(Joined Cases

보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전자통신과 관련된 데이터의 보관을

C-293/12 and

요구하는 국가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Directive 2006/24/EC의 무효를

C-594/12,
EU:C:2014:238)
(2014.4.8.)

구하는 소송을 아일랜드 법원에 제기
- 이 때, Digital Rights Ireland는 해당 지침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대규모 감시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주장
-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Directive 2006/24/EC가 오스트리아 국내법으로
전환·수용된 법률에 대해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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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 이에 따라, 아일랜드 법원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비추어 Directive 2006/24/EC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우선 동 지침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보유 자체가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 및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만,

Digital Rights Ireland

해당 침해행위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권리의 본질을 존중하며, 비례의

and Seitlinger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에 대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and Others

밝히면서,

(Joined Cases

-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침해행위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고, 기본권의 본질을

C-293/12 and

존중하며, 공공보안 및 국제 테러리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

C-594/12,
EU:C:2014:238)
(2014.4.8.)

하는 것이 보편적 법익인 공공의 안전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
- 그러나, CJEU는 EU 입법부가 데이터 보유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관련자가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액세스, 이메일 등 관련된 모든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침해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
- 결국 CJEU는 해당 지침이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침해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침해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엄격하게 제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은 그러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서
Directive 2006/24/EC가 무효 판결

(2) Directive 95/46/EC21)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개념
• CJEU는 대체적으로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를 광범위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
- CJEU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하여 개인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 개인정보는 민감하거나 사적인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주체와 관련되는 경우
의견이나 평가 주관적인 모든 종류의 정보를 포함한다고도 판시
18) 유럽연합 회원국 법원이 CJEU에 유럽연합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때 제기하는 소송절차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67조)
19) EU이사회 규칙 2252/2004 제1조 제2항은 ‘여권 및 여행 서류에는 얼굴 이미지가 포함된 저장 매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상호 운용 가능한 형식의 지문도 수록해야 한다. 해당 개인정보는 보안이 지켜져야 하며, 저장 매체는 개인정보의
무결성, 신뢰성 및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
20) 동 지침은 전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범죄 예방, 탐지, 조사, 기소 및 보안을 위해 국가 법률에 지정된 기간 동안
트래픽 및 위치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1)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EU) 2016/679)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 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의 통일적 보호와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던 유럽연합의 지침으로서 1995년 제정 이래 2018년 5월까지 약 23년 간 시행된 후 폐지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GDPR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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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Breyer는 정보 취득을 위해 독일 연방기관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
- 독일 연방기관의 웹사이트(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공격 방지 및
'해적 행위'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reyer의 '유동IP‘ 주소와 웹
사이트에 접속한 날짜와 시간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저장해 둠
- Breyer는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남아 있는 자신의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구하기 위해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
- 독일 법원은 이 때 ‘유동IP’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청구

Breyer
(C-582/14,
EU:C:2016:779)
(2016.10.19.)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2조제(a)호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드시 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고 하면서,
- 웹 사이트의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라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보유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유동
IP 주소가 동 지침에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 결과적으로, CJEU는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록하여 가지고 있던
웹사이트 이용자의 유동IP 주소는 Directive 95/46/EC 제2조 제(a)호에서의
개인정보를 구성하며,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해당 이용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고 결론
Ÿ 사실관계
- 수습 회계사인 Nowak은 아일랜드 회계사 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서 탈락
- Nowak은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계사 협회가 보유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접근 요청을 제출
- 협회는 Nowak에게 특정 서류 등을 송부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Nowak
(C-434/16,
EU:C:2017:994)
(2017.12.20.)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시험답안 등은 보내지 않음
- Nowak은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DPC)로부터도 해당 거부 결정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하자, 아일랜드 법원에
소를 제기
- 아일랜드 법원은 Nowak이 제출한 서면 시험 답안의 개인정보 구성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2조제(a)호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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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반드시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고 하면서,
- 시험관이 서면답안을 채점할 때 응시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아일랜드
회계사 협회는 답안지 표면에 있는 응시자의 식별번호를 통해 응시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답안은 응시자의 개인

Nowak
(C-434/16,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
- 또한 CJEU는 Directive 95/46/EC 제2조제(a)호 개념 정의에서의 ‘모든

EU:C:2017:994)

정보’는 민감하거나 사적인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2017.12.20.)

정보주체와 관련되는 경우 의견 및 평가 주관적인 모든 종류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보면서,
- 이 사건에서 Nowak이 제출한 서면답안은 그와 인격적으로 연결하는
정보를 구성하며, 답안의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 응시자의 지식과 능력의
정도를 반영하며 경우에 따라 그의 지성, 사고 과정 및 판단력을 반영
하는 개인정보를 구성한다고 첨언

▶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
• CJEU는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을 넓게 보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색인화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검색엔진의 활동 ▲교리 전파 활동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메모 정리 ▲카메라 메모리에 경찰관을 녹화한 동영상을 저장한 행위
등을 모두 ‘개인정보 처리’로 분류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스페인 국적인 민원인은 스페인 최대 일간지 발행사인 La Vanguardia
Ediciones

SL과

구글에

대해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이하 AEPD)에 민원을 제기
- 그는 제3의 인터넷 사용자가 구글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Google Spain
and Google

1998년 La Vanguardia 신문의 두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된다고
주장하면서,

(C-131/12,

- 여기에는 그의 부채 탕감을 위해 진행된 경매 발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

EU:C:2014:317)

- 그가 AEPD에 제기한 민원은 두 가지로, 먼저 ▲La Vanguardia 신문에

(2014.5.13.)

대해서는 문제의 페이지를 삭제, 변경하거나 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색엔진 상에서 특정 도구를 사용하게끔 조치할 것을 요구했고,
- ▲구글 스페인과 구글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숨기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구글에는 La Vanguardia 신문
검색 결과와 링크를 삭제 명령 내려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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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 AEPD는 해당 민원에 대해, La Vanguardia 신문에 대한 민원 건은 당시
신문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으로서 요청사항을 거부했으나,
- 구글 스페인과 구글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이 두 회사로 하여금 검색결과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향후 동

Google Spain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

and Google

- 구글 스페인과 구글은 AEPD의 결정에 불복하여 스페인 법원에 소를

(C-131/12,
EU:C:2014:317)
(2014.5.13.)

제기했고, 스페인 법원은 CJEU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제3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이를
찾아내 자동으로 색인화하여 임시로 저장한 후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선호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엔진의 활동을 ‘개인정보
처리’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
Ÿ 사실관계
- Buivids는 자신에게 불리한 행정절차에 대해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라트비아 국립경찰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특정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줌
- 이후 Buivids는 촬영본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라트비아 개인정보
감독기구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지 받음
- Buivids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두 개의 하급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함과 함께 ▲문제의
동영상은 라트비아 국가 경찰, 즉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공무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Buivids

- 라트비아 대법원의 선결적 판결 제청에 따라 CJEU는 Directive 95/46/EC의

(C-345,

적용범위 및 해당 Directive 제9조 '저널리즘 목적만을 위한 개인정보

EU:C:2019:122)

처리'의 개념을 검토

(2019.2.14.)
Ÿ 판시사항
- CJEU는 먼저 Directive 95/46/EC의 적용 범위에 대해, ▲경찰관을 녹화한
영상은 개인정보를 구성하고 ▲민원인의 카메라 메모리에 동영상을
저장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명시
-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전체 또는 일부를 자동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언급
- 결국, 문제의 동영상 녹화 및 게시행위는 Directive 95/46/EC 제3조제2항의
‘적용 배제사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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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 그 다음, ‘저널리즘 목적만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과 관련, '저널리즘'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Directive
95/46/EC 제9조의 면제가 적용된다고 봄
- 따라서, 이 사건 민원인이 전문 언론인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상의 촬영 및 게시가 '개인정보의 저널리즘 목적만을 위한 처리'에

Buivids
(C-345,
EU:C:2019:122)
(2019.2.14.)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 단,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기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9조의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
- 이 사건에서, 민원인이 해당 동영상의 경찰관들에게 촬영 사실 및 촬영
취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동영상 녹화 및 게시행위를 한 것은 해당
경찰관의 근본적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
- 해당 비디오 녹화 및 공개의 유일한 목적이 정보, 의견 또는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동 행위는 저널리즘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일 수 있으며, 이는 라트비아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결론
Ÿ 사실관계
- 여호와의 증인은 제3자를 호별 방문하여 교리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하는 특성이 있음
- 이러한 메모 데이터는 정돈된 노트 필기로 정리되며, 이후 당사자들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후속 방문을 위해 열람되기도 함
-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증인 커뮤니티는 자신들이 발간하는 잡지에서
구성원들에게 교리 전파 과정에서의 메모 지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
- 이에 핀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Tietosuojavaltuutetun toimisto)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핀란드 법률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교리 전파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채택

Jehovan todistajat

- 여호와의 증인 커뮤니티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핀란드 행정법원에

(C-25/17,

소를 제기했으며,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EU:C:2018:551)

교리 전파과정에서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2018.7.10.)

Directive 95/46/EC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문 교리
전파 과정에서 자동화된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파일링 시스템’을 구성하는지 여부(Jehovan todistajat 참조)
▲종교 커뮤니티가 반드시 서면 지침이나 자료 수집을 지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컨트롤러로 취급될 것인지 여부
(Jehovan todistajat 판시사항 참조) 등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가정 방문 교리 전파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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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수집과 그 이후의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이는 개인의 종교적 활동에
불과하므로 Directive 95/46/EC 제3조 제2항(지침의 적용 제외사유)의
첫 번째 사유인 ‘공공 안보, 국방, 국가 안보 및 형법 분야에서의 국가
활동’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Jehovan todistajat

- 또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도가 비신도에게

(C-25/17,

교리를 전파하려는 과정으로서 신도들의 (내부적)·사적 환경에서 외부적

EU:C:2018:551)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리 전파 활동에서 수행되는

(2018.7.10.)

개인정보의 처리는 가정에서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Directive
95/46/EC

제3조

제2항의

두

번째

사유인

‘개인

또는

가정

활동

영역에서의 자연인의 활동’ 성격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시
- 따라서 CJEU는 해당 종교인들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Directive 95/46/EC
제3조 제2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 ‘개인정보 파일링 시스템’의 개념
• CJEU는 ‘파일링 시스템’이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에서와 같이 ‘파일링 시스템’의 개념도 광범위하게 봄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Jehovan todistajat 사례 참조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2조제(c)호의 ‘개인정보 파일링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면서,

Jehovan todistajat
(C-25/17,
EU:C:2018:551)
(2018.7.10.)

- 파일링 시스템은 개인 데이터의 집합이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구조화의 실질적인
수단이나 제시해야 하는 형식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개인 데이터의 집합이 파일링시스템의 개념에 포함되기 위해
반드시 데이터 시트, 특정 목록 또는 기타 검색 방법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 이 사례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목적과 선택한 기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파일링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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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의 개념
• CJEU는 ‘컨트롤러’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조직의 성격(예, 종교단체)보다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가 컨트롤러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
• 또한 공동 컨트롤러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모든 공동 컨트롤러가 동일한 책임 범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힘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Jehovan todistajat 사례 참조

Jehovan todistajat
(C-25/17,
EU:C:2018:551)
(2018.7.10.)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2조 제(d)호(컨트롤러’의 개념)는 종교 커뮤니티가
컨트롤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
- 이 때, 교리 전파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커뮤니티가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커뮤니티가 구성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서면 지침이나 지시 등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
Ÿ 사실관계
- 페이스북이 호스팅하는 팬 페이지를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기업에 대해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Unabhängiges
Landeszentrum für Datenschutz Schleswig-Holstein, 이하 ULD)가 팬 페이지
비활성화 명령을 내림
- 페이스북이 쿠키를 통해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동 회사나 페이스북 어느 누구도 방문자에게 알리지
않아 독일 개인정보보호 및 텔레미디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
- 독일 교육서비스 제공 기업은 방문자의 기기에 쿠키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Wirtschaftsakademie
Schleswig-Holstein
(C-210/16,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자사는 책임 있는 당사자(컨트롤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ULD의 명령에 불복해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독일 연방 행정법원은 해당 독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책임

EU:C:2018:388)

있는 당사자인지 여부(즉, 컨트롤러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위한

(2018.6.5.)

페이스북의 기본 사업체가 다른 EU 회원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ULD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편 Schrems 사례 참조) 등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2조 제(d)호(‘컨트롤러’의 개념)의 문언에
따라 컨트롤러는 반드시 단독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입법 목적이 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컨트롤러'라는 용어를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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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
- 이 사건에서 독일 교육서비스 제공 기업은 페이스북 팬 페이지 관리자로,

Wirtschaftsakademie
Schleswig-Holstein
(C-210/16,
EU:C:2018:388)
(2018.6.5.)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팬 페이지를 생성 및 운영함으로써
페이스북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므로,
- 팬 페이지 방문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Facebook Inc와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주된 컨트롤러가 되나, 팬 페이지 관리자인 독일
교육서비스 제공 기업도 공동 컨트롤러로서 책임을 진다고 결론
- 또한 CJEU는 공동 컨트롤러의 공동 책임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동등한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
Ÿ 사실관계
- 독일 온라인 의류 유통업체 Fashion ID는 페이스북의 소셜 플러그인인
'좋아요' 버튼을 홈페이지에 삽입
- 웹 사이트에 '좋아요' 버튼을 삽입하면 방문자가 해당 웹 사이트에 들어갈 때
개인정보가 페이스북 서버로 전송됨
- 이는 ▲방문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방문자가 페이스북의 회원인지 여부
▲방문자가 실제로 ‘좋아요’ 버튼을 클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
- 이에 대해 독일 소비자 보호 공공단체인 Verbraucherzentrale NRW는
▲웹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근거한 의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동의를 수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Fashion ID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 제기

Fashion ID
(C-40/17,
EU:C:2019:629)
(2019.7.29.)

- 독일 법원은 Directive 95/46/EC의 몇몇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CJEU에 선결적 판결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먼저 Fashion ID(웹 사이트의 운영자)도 Directive 95/46/EC 제2조
제(d)호에 따라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공동 컨트롤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 단, 컨트롤러로서의 책임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해당
개인정보의 전송을 위한 공개 등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 영역으로 제한
된다고 강조
- Fashion ID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로 정보가 전송된 뒤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수행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후속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며, 그 결과 이러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컨트롤러로 볼 수 없다고 언급
- 또한 CJEU는 Directive 95/46/EC 제2조 제(h)항(‘정보주체의 동의’의 정의) 및
제7조제(a)호22)에 언급된 정보주체의 동의는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
리 운영과 관련하여 Fashion ID가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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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 Directive 95/46/EC 제7조에 따른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7조가 개인정보의 합법적인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어, EU 회원국이 자국법을 통해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거나
개인정보의 범위를 수정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 CJEU는 또한 Directive 95/46/EC 제7조 제(f)호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의
해석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스페인 신용 금융기관 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Establecimientos
Financieros de Crédito, 이하 ASNEF)와 전자상거래 및 다이렉트 마케팅
연합(Federación de Comercio Electrónico y Marketing Directo, 이하
FECEMD)은 ‘99년 스페인 개인정보보호법(Ley Orgánica 15/1999)23)을
구체화한 스페인 왕실령 1720/2007(Real Decreto 1720/2007)의 몇몇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스페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 ASNEF와 FECEMD는 스페인 법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ASNEF and FECEMD
(C-468/10 and
C-469/10,
EU:C:2011:777)
(2011.11.24.)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Directive 95/46/EC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주장
- 이에 스페인 법원은 EU 회원국이 자국법에서 Directive 95/46/EC 제7조에
명시된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을 추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무엇보다도 Directive 95/46/EC 제7조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때
개인정보 처리가 합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철저하고
제한적인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
- 따라서 EU 회원국이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Directive
95/46/EC 제7조와 다른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거나 해당 조항에 열거된
목록 중 어느 하나에 수정된 결과를 가져오는 추가 요건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Ÿ 사실관계

Breyer

- Breyer는 정보 취득을 위해 독일 연방기관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

(C-582/14,

- 독일 연방기관의 웹 사이트(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공격 방지 및

EU:C:2016:779)
(2016.10.19.)

'해적 행위'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reyer의 '유동IP‘ 주소와 웹
사이트에 접속한 날짜와 시간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저장해 둠

22) Directive 95/46/EC 제7조는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a)호에서는 그 요건 중 하나로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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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 Breyer는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기관 웹 사이트에 남아 있는 자신의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구하기 위해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
- 독일 법원은 이 때 ▲‘유동IP’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Breyer
판시사항 참조)와 ▲Directive 95/46/EC 제7조 제(f)호24)가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회원국

국내법률인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TMG)의 특정 개인정보보호
조항25)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7조가 개인정보의 합법적인 처리가 가능한
Breyer

경우를 여섯 가지로 철저하고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서, EU

(C-582/14,

회원국이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거나

EU:C:2016:779)

개인정보의 범위를 수정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는

(2016.10.19.)

없다고 하면서,
- 회원국은 자국법으로서 Directive 95/46/EC 제7조에 열거된 것 이외의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도입할 수 없으며, 제7조에
나열된 6개 원칙의 범위에 추가 요건을 붙여 개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
- 이 사례에서 독일 국내법인 텔레미디어법 제15조는 Directive 95/46/EC
제7조에 열거된 원칙의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함으로써,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Directive 95/46/EC 제7조 제(f)호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
- 따라서, CJEU는 Directive 95/46/EC 제7조제(f)호는 독일 국내에서
텔레미디어법 제15조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림
Ÿ 사실관계
- 택시를 탄 승객(미성년자)이 갑자기 문을 열어 Rīgas satiksme(트롤리 버스 회사)
소유의 지나가는 트롤리 버스를 손상
- Rīgas satiksme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경찰에 사고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

Rīgas satiksme
(C-13/16,
EU:C:2017:336)
(2017.5.4.)

- 경찰은 라트비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송 관련 서류는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객의 신분증명서 번호와
주소, 사고 당사자와 관련된 문서 공개를 거부
- Rīgas satiksme는 해당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라트비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 라트비아 법원은 Rīgas satiksme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원받기 위해 경찰이 Directive 95/46/EC 제7조 제(f)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3자인 Rīgas satiksme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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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7조 제(f)호가 그 자체로 컨트롤러의 개인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

만을

나타내는 조항이라고 판시하면서,
Rīgas satiksme
(C-13/16,
EU:C:2017:336)
(2017.5.4.)

- 개인정보 공개가 ▲라트비아 국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면서 ▲Directive
95/46/EC 제7조 제(f)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행된 경우, Directive
95/46/EC 제7조 제(f)호는 그러한 공개행위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 이 사건에서 트롤리버스 회사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제3자로서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며 ▲소송이라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가해자의 주소 혹은 식별번호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이익이 트롤리버스 회사의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경찰이 가해자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

▶ Directive 95/46/EC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사례
• CJEU는 사적인 영역에서 자연인이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는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예외 사유는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Ryneš는 자기 집에 반복되는 침입에 대비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 이후 두 명의 용의자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들은 형사법원에 기소됨
- 용의자 중 한명이 체코 개인정보 감독기구(Úřad pro ochranu osobních údajů,

Ryneš
(C-212/13,
EU:C:2014:2428)
(2014.12.11.)

이하 ÚOOÚ)에 감시 카메라로 기록된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
- ÚOOÚ는 Ryneš에게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
- Ryneš는 이에 불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사건 계류
- 체코 최고 행정법원은 Ryneš의 신변 및 생명보호를 위한 감시 카메라
촬영이 Directive 95/46/EC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처리인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23) Directive 95/46/EC를 스페인 국내법 형식으로 구현한 법률
24) Directive 95/46/EC 제7조제(f)호는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적 요건으로서, ‘컨트롤러, 제3자, 또는 정보가 공개되는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단,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
25) 독일 법률은 텔레미디어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적용하는데, 텔레미디어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웹사이트/미디어 서비스의 특정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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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2)
판결

주요 내용
Ÿ 판시사항
- CJEU는 가정의 재산과 건강,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 녹화장치를

Ryneš
(C-212/13,
EU:C:2014:2428)
(2014.12.11.)

이용하여 개인이 카메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Directive 95/46/EC
제3조제2항(지침의 적용 제외사유)26)에서의 ‘개인 또는 가정활동 과정에서
자연인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로서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처리의 예외 사유로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
- CJEU는 이 사건 비디오 감시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부분적으로라도
공공장소를 커버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 또는 가정' 활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부연

Reference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Fact sheets -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20.7.1.

26) Directive 95/46/EC 제3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는 동 지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공공 안보, 국방, 국가 안보 및 형법 분야에서의 국가 활동 ▲단순히 개인 또는 가정 활동 영역에서의
자연인의 활동으로 열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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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분석 (2)

[ 목 차 ]

1. 개요
2. 주요 내용
(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인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2) Directive 95/46/EC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3) Directive 2002/58/EC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4)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5)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6) 개인정보 감독기구
(7) EU법의 영토적 적용범위
(8) EU 기관의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권 및 개인정보보호

1.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y,

이하

CJEU)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시사항을 묶은 판례집을 발간(‘20.7월)
• 동 판례집은 기존 CJEU 판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시사항 중 의미가 있거나
쟁점이 되는 내용을 재구성되었으며, 본 보고서 1편에서는 1~2 섹션을, 2편에서는 3~8
섹션을 검토
구분
섹션1

섹션2

제목
Ÿ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인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Ÿ Directive 95/46/EC(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파일링 시스템, 컨트롤러의 개념, Directive 95/46/EC
제7조에 따른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및 예외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사례

섹션3

Ÿ Directive 2002/58/EC(전자통신 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지침, 이하 ePrivacy 지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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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구분

제목
Ÿ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섹션4

※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잊힐 권리), 개인정보 처리 및 지적재산권, 검색기록 삭제,
쿠키 형태의 정보 저장에 대한 웹 사이트 사용자의 동의의 유효성

섹션5
섹션6

Ÿ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Ÿ 개인정보 감독기구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 독립성의 필요조건, 감독기구 결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법률

섹션7

Ÿ EU법의 영토적 적용범위

섹션8

Ÿ EU 기관의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권과 개인정보보호

2. 주요 내용
(3) Directive 2002/58/EC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CJEU는 법 집행 기관이 특별히 ‘사소한 범죄행위’를 근거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경우,
Directive 2002/58/EC(전자통신 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지침, 이하 ePrivacy 지침)27)를 근거로 전자통신 제공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판시
▶ 그러나 해당 열람행위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의 심각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스페인 경찰이 지갑 및 휴대폰 강도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판사
(investigating magistrate)28)에게 여러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강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2일 간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로 활성화된 전화번호 및 도난당한 모바일 기기 코드, SIM카드

Ministerio Fiscal
(C-207/16,
EU:C:2018:788)
(2018.10.2.)

가입자 성명, 주소 등의 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
- 수사판사는 해당 범죄가 스페인 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의 요청을 거절
- 스페인 검찰청(Ministerio Fiscal)은 수사판사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였고, 스페인 법원은 EU법률이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한
일정한 임계값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27) 개인정보보호 지침(Directive 95/46/EC)을 전자통신 영역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유럽연합의 지침으로, 통신회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기본권,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기밀성을 각 회원국 간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법률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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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Ÿ 판시사항
- CJEU는 도난당한 모바일 기기의 활성화에 사용되는 SIM카드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이 통신업체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유럽헌장 제7조 및 제8조상의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다고 판단
-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형사범죄의 예방, 조사, 탐지 및 기소 영역에서
심각한 범죄에

Ministerio Fiscal
(C-207/16,
EU:C:2018:788)
(2018.10.2.)

대응하려는

목적과

비교하여

법집행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 ePrivacy 지침은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 기관의 열람과 관련하여
심각한 범죄와의 싸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
-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관한 해석은, 접근을 관장하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가 개인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반
- 기본권에 대한 간섭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 '심각'하다고 정의된 범죄와
싸우는 목적에 의해서만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 정당화 될 수 있고
반대로 기본권에 대한 간섭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형사 범죄'를
예방, 조사, 탐지 및 기소하는 목적으로 접근이 정당화 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법집행기관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 ‘사소한 위반
행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e프라이버시 지침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판시

(4)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잊힐 권리(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
• CJEU는 소위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당시 합법적이었던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부적절하게 될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삭제권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시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Google Spain

- 1편 Google Spain and Google 사례 참조

and Google
(C-131/12,
EU:C:2014:317)
(2014.5.13.)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12조(접근권) 및 제14조(반대권)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접근차단 및 반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가 게재한 웹페이지 상의

28) 대륙법 국가에서 수사 및 증거수집 등을 담당하는 판사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는 구별됨. 법원 조직 내에서
인사이동을 통해 수사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수사판사의 역할을 맡은 동안에는 수사 및
증거수집의 역할에 집중하며,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일절 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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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개인의 이름 링크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검색결과 목록을 삭제

Google Spain
and Google
(C-131/12,
EU:C:2014:317)
(2014.5.13.)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잊힐 권리’를 인정
- 또한, CJEU는 개인정보를 처음에 합법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비추어 해당 개인정보가 더 이상 Directive
95/46/EC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
- 이처럼,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검색결과 목록에 포함된 링크가 시간
경과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관련성이 없게 될 경우 구글은 해당 검색결과
목록 정보와 링크를 삭제해야 함

▶ 검색기록 삭제
• CJEU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도 컨트롤러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금지·제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
• 단, 검색엔진의 해당 의무의 영토적 범위는 유럽연합 내이면 충분하다고 언급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총 4인의 민원인들은 구글에서 자신들의 이름 검색 시 표시되는 결과 목록
값에서 타사 웹 사이트로의 여러 링크가 표출되는 것을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하였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
- 민원인 4인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에 구글에 대한 불만사항을
포함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CNIL도 해당 민원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음
- 이에 4인은 CNIL의 조치에 불복하여 프랑스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구글이

GC and Others
(De-referencing of
sensitive data)
(C-136/17,
EU:C:2019:773)
(2019.9.24.)

검색엔진 운영자로서 컨트롤러의 의무를 다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청구
- 프랑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Directive 95/46/EC(개인정보보호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가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금지하는
것을 확인하고(제8조), 이러한 금지의무는 컨트롤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
- 그러나, 검색엔진이 나타내는 검색결과 목록 값은 제3자가 게시한 웹
페이지 값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가 드러나더라도 검색엔진이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 이러한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금지 및 제한의무 부과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당국의 감독 하에 확인을 통해서만
검색엔진 운영자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
- 31 -

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는 구글에 대해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을
유럽연합 역외에서도 삭제하도록 명령
- 구글이 이에 따르지 않자 CNIL은 구글에 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Google
(Territorial scope of
deꠓreferencing)

- 구글은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프랑스 대법원은
구글이 검색기록을 삭제해야 할 영토적 범위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C-507/17,
EU:C:2019:772)
(2019.9.24.)

Ÿ 판시사항
- CJEU는 구글이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응하는
범위의 버전에서만 검색기록을 삭제하면 족하다고 판시
- Directive 95/46/EC가 유럽연합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EU 범위를 넘어서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고 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

▶ 쿠키29) 형태의 정보 저장에 대한 웹 사이트 사용자의 동의의 유효성
• CJEU는 동의의 의사표시는 적극성을 요하고, 미리 체크되어 있는 표시를 단순히
승인하는 것으로는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온라인 게임 회사인 Planet49는 온라인 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웹상에 입력하도록 함
- 이 때 쿠키 저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체크표시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었음
- 독일 소비자 연맹은 이와 같은 동의를 얻는 방식이 독일 국내법을 위반

Planet49
(C-673/17,
EU:C:2019:801)

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Planet49에 대해 그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구함
- 독일 법원은 미리 체크 선택된 확인란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얻은
동의의 유효성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2019.10.1.)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2002/58/EC(ePrivacy 지침) 제2조 제(f)호 상의 ‘동의’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반영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었던 경우, 웹 사이트 사용자의
기기에 이미 표시된 정보에 확인 버튼을 클릭했다 하더라도 동의가 유효
하지 않다고 봄
29) 웹 페이지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 인터넷 사용자가 확인한 내용, 구매 내역, 카드 번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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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온라인 복권에 참여하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쿠키 저장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시

▶ 개인정보 처리 및 지적재산권
• CJEU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더라도 개인의 정보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권리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개인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경우에도 EU 지침 및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Société belge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SCRL(SABAM)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Scarlet Extended SA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 A가 허가 없이 자사의 카탈로그에 있는 작품을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운로드하고 있음을 확인
- SABAM은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Scarlet에 어떤 방식으로든
SABAM 카탈로그에 있는 전자 파일을 주고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A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도록 명령
- Scarlet Extended SA는 이 결정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인 벨기에 브뤼셀

Scarlet Extended
(C-70/10,

항소법원은 해당 금지명령이 EU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CJEU에 제청

EU:C:2011:771)
(2011.11.24.)

Ÿ 판시사항
- CJEU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ISP에 정보주체에
대한 모든 전자통신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 만약, 이와 같은 명령을 허용한다면 Directive 2000/31/EC(전자상거래 지침)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ISP에 대한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 부과 금지를
위반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설명
- 또한, 해당 명령을 집행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 A는 불법 콘텐츠 전송과
합법적 콘텐츠 전송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금지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

Bonnier Audio

Ÿ 사실관계

and Others

- 오디오북 형태로 된 총 27개의 작품을 복제 및 출판하여 일반 대중에게

(C-461/10,

배포할 수 있는 독점권을 지닌 A출판사는 인터넷 사용자가 FTP(파일

EU:C:2012:219

전송 프로토콜) 방식을 통하여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유함으로써 독점권에

(2012.4.19.)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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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 A출판사는 문제의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사용자의 IP
주소를 얻기 위하여 스웨덴 법원에 개인정보 공개 명령을 구함
- 스웨덴 대법원은 EU법이 회원국 내의 민사소송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특정 IP의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해 CJEU에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2002/58/EC(ePrivacy 지침) 제15조 제1항(정보주체 권리의무
제한입법 허용)과 Directive 2004/48/EC(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지침)

Bonnier Audio

제8조 제3항(정보의 권리에 대한 적용 제외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and Others

- 회원국의 국내법은 EU 지침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C-461/10,

비례의 원칙과 같은 EU법의 기타 일반 원칙에 반하여 해석해서도 안

EU:C:2012:219
(2012.4.19.)

된다고 강조
- CJEU는 이 사건에 대해, 회원국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 명령을 구하려면,
▲지적재산권 침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가 저작권 침해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권리의
손상과 공개 조치의 법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법익이 손해를 능가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
- 결과적으로, Directive 2002/58/EC과 Directive 2004/48/EC은 국내법을
배제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개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사실관계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공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5)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 CJEU는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ur Agreement)’30)과 프라이버시 실드 프레임워크
(EU-US Privacy Shield Framework)31)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두 무효 판결
▶ CJEU는 또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유럽연합과 미국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나
비례성 원칙을 기반으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

30) 유럽연합-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에 관해 2000년 10월 26일 체결된 협정(Decision 2000/520/EC)으로, 미국 기업이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면, 유럽연합 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적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협정
31) 세이프 하버 협정이 무효화된 후 EU와 미국이 EU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미국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접근 방지 ▲미국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법적 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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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페이스북 사용자인 오스트리아 국적 막스 슈렘스는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고 해당 개인정보가 미국 내 서버에
보관되고 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DPC)에 민원을 제기
- 슈렘스는 미국의 법률과 관행이 그 나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공공 당국의 감시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
- DPC는 ‘세이프 하버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는 적절한

Schrems
(C-362/14,
EU:C:2015:650)
(2015.10.6.)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을 이유로 슈렘스의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 거부
- 슈렘스는 이에 불복해 세이프 하버 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아일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아일랜드 법원은 CJEU에 세이프 하버 협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선
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세이프 하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을 무효로 판결
- 실제로 세이프 하버 협정은 개인정보를 수신하는 자체 인증 미국 조직에만
적용되며, 미국 공공 당국은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 이는 결국 개인정보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이전될 때 미국 공공당국이
개인의 정보에 대한 간섭을 가능케 한다고 언급
Ÿ 사실관계
- 2014년 유럽연합-캐나다 간 승객 이름 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의
이전 및 처리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 협상 내용에 따르면, 모든 항공 승객의 PNR 데이터를 캐나다 당국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테러와 심각한 초
국가적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PNR 데이터가 다른 당국과 기타 제3국

Opinion 1/15
(EU-Canada PNR
Agreement)
(EU:C:2017:592)
(2017.7.26.)

으로 전송될 수도 있음
-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의회의 협정 승인을 요청했고, 유럽의회는 이 문제를
CJEU에 회부하기로 결정
Ÿ 판시사항
- CJEU는 PNR 협정 중 몇 가지 조항이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기본권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로 협정이 체결할 수 없다고 의견 제시
- CJEU는 유럽연합-캐나다 간 협상에서 유럽연합의 PNR이 캐나다로 전송된 후
그 정보의 보유, 사용 및 이전과 관련된 조건을 발견했으며, 해당 조건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7조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며,
- 또한, 이러한 정보를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로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8조에 보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의 간섭이라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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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 따라서 CJEU는 이와 같은 협정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
Ÿ 사실관계
- 오스트리아 국적자로 페이스북 사용자인 막스 슈렘스는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에 불만을 품음
- 이후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PC)에 민원 제기 및 아일랜드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통하여 EU-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협정인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로 이끌어 냄
- EU집행위원회는 이후 2016년 7월, ‘세이프 하버 협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EU-미국 간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제도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Decision 2016/1250)’를 채택
- 그러나 슈렘스는 ▲프라이버시 쉴드에 의해 미국으로 이전된 자신의 개인
정보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Facebook Ireland

▲미국 정부당국이 EU 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 감시할

and Schrems

수 있는 가능성 등 프라이버시 쉴드의 결함을 지적하며 재차 법적 다툼을

(C-311/18,

개시하며 무효를 주장

ECLI:EU:C:2020:559)
(2020.7.16.)

Ÿ 판시사항
- CJEU는 프라이버시 쉴드를 통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은 EU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프레임워크는 무효라고 판시
- CJEU는 국가기관이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유럽연합과 미국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나 비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미국 정부 당국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게끔 하는 법률에 대해 제도적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 다만, 제3국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로의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을 통한 개인정보 이전은 여전히
유효함을 명시

(6) 개인정보 감독기구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
• CJEU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과 관련하여 법문상에 열거된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권한을 보유한다고 판시
• 동일한 취지로, 각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다수의 EU 회원국에 지점을 둔 회사의
특정 회원국 내 지점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 해당 지점 대신 자국 역내에
존재하는 지점에 감독기구의 권한을 직접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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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Schrems 사례 참조
Ÿ 판시사항
- CJEU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을 통제할 수

Schrems
(C-362/14,
EU:C:2015:650)
(2015.10.6.)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 특히,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Directive 95/46/EC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감독기구의 권한보다 (명시되지 않은)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
- 예컨대, 감독기구는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시적 또는 확정적 금지 조치와 같은
효과적인 개입 권한 ▲법적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널리 보유
한다고 보았음
Ÿ 사실관계
- 1편 Wirtschaftsakademie Schleswig-Holstein 사례 참조
Ÿ 판시사항
- CJEU는 EU 역외에 설립된 회사(페이스북 미국)가 다수의 회원국에 지점

Wirtschaftsakademie

및 자회사 등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해당 각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

Schleswig-Holstein

기구는 Directive 95/46/EC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C-210/16,
EU:C:2018:388)
(2018.6.5.)

있다고 판시
- 즉,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페이스북 미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 및 자회사 중 한 곳인 페이스북 아일랜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문제를 삼고자 할 경우,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PC)에 대한 선제적인
권한 행사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자국 영역에 설립된 페이스북 독일을
상대로 해당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감독기구 독립성의 필요조건(Directive 95/46/EC 제28조 제1항)
• CJEU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관련,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으로부터 모두
완전한 독립성을 요구하며, 감독기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판시
판결

주요 내용
Ÿ 판시사항

Commission v
Austria(C-614/10,
EU:C:2012:631)
(2012.10.16.)

- Directive 95/46/EC 제28조 제1항의 ‘완전한 독립성’의 의미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이나,
- 이는 단순히 어떤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 기능적 독립성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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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3)
판결

주요 내용
- 독립성은 지시 형태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감독기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영향으로부터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
- 또한 감독기구는 사생활 보호의 수호자로서 편파성에 대한 어떠한 의심
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하나,
- 단, 예산과 관련하여 감독기구에 별도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지 여부는
독립성과 무관하다고 덧붙임
Ÿ 판시사항
- CJEU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부 영향으로부터

Commission v
Hungary
(C-288/12,
EU:C:2014:237)
(2014.4.8.)

자유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성을 누려야 하며,
- 감독기구의 운영의 독립 자체만으로는 감독기구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감독기구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만 가지고도 감독기구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
- 만약, 회원국이 감독기구의 구성원이 임기를 채우기 전에 퇴임을 강요할
수 있다면 이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고, 편파성 의혹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시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결정 시 적용 가능한 법률
• CJEU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대상이 자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자국법을 적용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헝가리 개인정보 감독기구(Nemzeti Adatvédelmi és Információszabadság
Hatóság, 이하 NAIH)는 슬로바키아를 등록국으로 하는 헝가리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 운영업체 Weltimmo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Weltimmo
(C-230/14,
EU:C:2015:639)
(2015.10.1.)

- NAIH는 Weltimmo가 Directive 95/46/EC(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헝가리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 Weltimmo는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며, 헝가리 법원은
NAIH의 Directive 95/46/EC의 제4조 제1항과 제28조에 따른 권한과 적용법
결정 여부에 의문이 생겨 CJEU에 이와 관련한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청
Ÿ 판시사항
- CJEU는 Directive 95/46/EC 제4조 제1항제(a)호에 따라 컨트롤러가 등록국
이외의 타 회원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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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요 내용
- 이것이 해당 타 회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라면, 등록국이 아닌 해당 타 회원국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허용한다고 판시
- 이 사건의 경우 헝가리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 운영이 해당 타 회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고려될 수 있음

(7) EU법의 영토적 적용범위
▶ CJEU는 검색 엔진의 본사가 유럽연합 역외에 존재하더라도 유럽연합 역내에서
광고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역내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EU 법률이
검색 엔진의 본사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음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1편 Google Spain and Google 사례 참조

Google Spain and
Google
(C-131/12,
EU:C:2014:317)
(2014.5.13.)

Ÿ 판시사항
- CJEU는 구글의 본사가 EU 역외의 제3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활동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EU 역내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EU 회원국 시민을 대상으로 광고 활동을 펼치는 경우,
- 해당 광고 활동이 구글의 경제적 수익 수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구글 본사와
회원국 내 지점 또는 자회사의 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

(8) EU 기관의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권 및 개인정보보호
▶ CJEU는 EU 내부 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접근권한을 달리 판단

판결

주요 내용
Ÿ 사실관계
- 영국 내 술집 납품용 독일맥주 수입 전문 회사인 Bavarian Lager는 영국의

Commission v

맥주 공급에 관한 법률(Guest Beer Provision)이 실제로는 맥주 수입 제한과

Bavarian Lager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여 EC에 민원을 제기

(C-28/08 P,
EU:C:2010:378)
(2010.6.29.)

- 민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국 당국은 지역 커뮤니티 등과 회의를 거쳐
자국의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EC에 통보
- EC는 Bavarian Lager에 해당 민원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
- 이후 Bavarian Lager는 영국 당국의 전체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고 EC는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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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요 내용
- Bavarian Lager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EU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
- EU 일반법원은 EC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EC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CJEU에 항고

Commission v
Bavarian Lager
(C-28/08 P,
EU:C:2010:378)
(2010.6.29.)

Ÿ 판시사항
- CJEU는 Bavarian Lager가 회의록을 열람함으로써 회의에 참여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회의록 내용은 곧 회의 참석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면서,
- EC의 거부 결정이 회의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공개에 명확히 동의를 하지
않은 자인) 개개인에 대해 Regulation (EC) 45/2001(커뮤니티 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및 그러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
제8조제(b)호32)를 준수한 것이라고 결론내리면서, EC의 문서 열람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
Ÿ 사실관계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식물 보호 제품의
시장 출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107/2009)에 따른 특정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반을 구성
- 해당 작업반을 통해 지침 문서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공개 협의 과정에서
ClientEarth와 PAN Europe이 의견을 제출
- EFSA는 ClientEarth와 PAN Europe에 지침 문서 초안 내의 외부 전문가 개별

ClientEarth and
PAN Europe v EFSA

의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단 해당 전문가들의 이름을 가렸음을 언급
- EFSA는 전문가들의 이름 공개는 Regulation (EC) 45/2001 제8조(커뮤니티

(C-615/13 P,

기관 외에 대한 한정적 개인정보 전송 사유)의 ‘커뮤니티 기관 외의 개인

EU:C:2015:489)

정보 전송’이며, 이 사건 문서 열람권자는 개인정보 수신자로서의 한정적

(2015.7.16.)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
- ClientEarth 및 PAN Europe는 EFSA의 결정에 불복하여 EU 법원에 소를 제기
Ÿ 판시사항
- CJEU는 EFSA가 산업 로비스트와 연계하여 기득권을 가진 전문가를 종종
이용해 오면서 종종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음을 주목
- 즉, 사회에 봉사하는 각 전문가의 공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 따라서, 해당 전문가들의 이름을 가린 EFSA의 행위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판시

Reference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Fact sheets -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20.7.1.

32) 수신자가 개인정보 전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개인정보 주체의 법익이 없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경우. 커뮤니티
기관 이외의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가능함을 규정

- 40 -

21년 6월 월간(4)

개정 표준계약조항(SCCs)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목 차 ]

1. 개요
(1)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의 신규 버전을 채택(‘21.6.4)
(2) SCCs란 EU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사업자간 실제 계약에 활용 가능한 일련의
표준 조항 패키지

2. 개정된 SCCs 도입의 배경과 취지
(1)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20년 7월 슈렘스(Schrems)II
판결을 통해 ‘제3국으로 이전되는 EU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EU법이 요구하는 바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
(2) 이에 EC는 개인정보 이전의 적법성 확보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SCCs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GDPR의 규정과 오늘날의 비즈니스 실태를 신규 버전에 반영하여 개정

3. 개정된 SCCs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 EU 역외에 설립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라도 GDPR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개인정보
수출자 자격으로 개정 SCCs를 활용 가능
(2) 개정된 SCCs는 개인정보 수출자-수입자간 관계 유형(컨트롤러-컨트롤러, 컨트롤러-프로세서,
프로세서-프로세서, 프로세서-컨트롤러)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식 조항을 채택하는 등 종전 SCCs에 비해 유연성이 큼

4. 마치며

1. 개요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된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914,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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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월간(4)
• SCCs란 EU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사업자간 실제 계약에 활용 가능한 일련의 표준
조항 패키지이며, 이번에 발표된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용 SCCs는 GDPR
제46조(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에 근거를 두고 있음
- GDPR 제46조 제1항은 ‘EC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컨트롤러·프로세서(개인정보 수출자)는 행사 가능한
권리 및 유효한 법적 구제책을 정보주체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GDPR 46조 제2항 제c호는 그 같은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SCCs를
지정하고 있으며, EC는 GDPR 제28조제7항에 의거해 SCCs를 채택할 권한을 지님
▶ 개정된 SCCs 채택에 따라, 기존의 ‘EU 역내 컨트롤러로부터 제3국 컨트롤러로의
개인정보 이전용 SCCs(Commission Decision 2001/497/EC)’와 ‘EU 역내 컨트롤러로부터
제3국 프로세서로의 개인정보 이전용 SCCs(Commission Decision 2010/87/EU)’는
2021년 9월 27일부로 폐지됨
• 단, 9월 27일 이전에 기존 SCCs를 활용해 개인정보 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 계약 내용으로도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 가능한 경우에 한해 2022년 12월 27일까지 기존 SCCs를 그대로 활용 가능

2. 개정된 SCCs 도입의 배경과 취지
▶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개정된 SCCs 채택에는 ‘제3국으로 이전되는 EU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EU법이 요구하는 바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한 이른바 ‘슈렘스(Schrems) II 판결’이 주요 계기로 작용
• 슈렘스 II33) 판결이란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무효화하면서도 SCCs의 유효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2020년 7월 16일 판결(Case C-311/18)을 지칭
- 이 판결에서 CJEU는 ‘미국은 EU 거주자 등 외국인의 개인정보에 공공기관이 접근하기
쉬운 법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쉴드에는 이 같은 해당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 협약을 무효화
- 그러나 재판의 주요 논제 중 하나였던 SCCs의 유효성 여부34)에 대해서는 ‘EU
33) 오스트리아의 민권운동가 막스 슈렘스(Marx Schrems)가 Facebook의 개인정보 이전 행태를 문제 삼아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약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라는 의미. 프라이버시 쉴드 이전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약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역시 슈렘스가 제기한 소송을 발단으로 2015년 무효화됨
※ 2021년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7월 4주 「유럽사법재판소의 프라이버시 쉴드 무효 판결」 참조
34) 슈렘스는 EU 역내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제3국의 개인정보 수신자와 계약할 때 활용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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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헌장 제7조, 제8조, 제47조에 비춰 유효성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SCCs는 사업자간 개별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따지는) EC 차원의 적정성 결정과는 성격이 다르기도 하다’는 게 CJEU의 판단
- 물론 SCCs는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제3국의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국 법이 EU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침해(개인정보 감청 등)를
허용할 경우 충분한 수준의 정보보호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그러나 GDPR 제46조 제1항은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으로 EU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스스로 강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GDPR 전문 제109항은 ‘제3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 조치도 취할 것’을 규정
- 한편, SCCs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제3국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수입자 측의
정보 제공 의무 등으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국의 감독기구가 해당 이전 행위의 중단 혹은 종료를 명령할 수도 있는 만큼,
‘단순히 SCCs가 제3국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CJEU는 판시
▶ 이에 EC는 개인정보 이전의 적법성 확보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SCCs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GDPR의 규정과 오늘날의 비즈니스 실태를 개정된 버전에 반영
• 기존의 두 SCCs는 종전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35)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오늘날의 GDPR 환경과는 내용상 거리가 있음
- 또한 오늘날에는 다수의 개인정보 수출자와 수입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비즈니스 실태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결국 기존 SCCs들이 유연성 측면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의미

3. 개정된 SCCs의 특징 및 주요 내용
▶ EU 역외에 설립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라도 GDPR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개인정보
수출자로서 개정된 SCCs를 활용 가능
• GDPR 제3조제2항은 EU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의한 EU
약관(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이하 SCCs) 또한 미국 정부의 감시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갖추지 못해 EU 기본권
헌장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제기
35) 1995년 제정돼 1998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연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지침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2018년 5월 25일 GDPR 발효를 기해 폐지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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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그 처리 행위가 EU 역내 정보주체에 대한 (a)
상품/서비스 제공이나 (b) 행태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일 때는 GDPR이 적용된다’고 규정
• 이에 맞춰 EC는 이번 SCCs 관련 결정문 제1조를 통해 ‘본 결정문의 부속문서(Annex)에 실린
SCCs는 GDPR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컨트롤러/프로세서(개인정보 수출자)로부터
GDPR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의 컨트롤러/프로세서(개인정보 수입자)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
- 반면, 기존 SCCs들은 ‘EU 역내에 설립된 컨트롤러로부터 EU 역외에 설립돼 오직
프로세서로만 기능하는 수신자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적용된다(Commission Decision
2010/87/EU)’거나 ‘유럽 공동체 역내에 설립된 컨트롤러로부터 유럽 공동체 역외에
설립돼 오직 프로세서로만 기능하는 수신자로의 개인정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ommission Decision 2001/497/EC)’ 식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
▶ 개정된 SCCs는 내용 및 구성 측면에서도 기존 버전들에 비해 활용 여지가 넓어진
형태이며, 현행 GDPR에 맞춰 SCCs 당사자들의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됐음
• (모듈식 구성) 개정된 SCCs를 구성하는 18개 항 중 11개 항은 개인정보 수출자-수입자간
관계 유형(컨트롤러-컨트롤러, 컨트롤러-프로세서, 프로세서-프로세서, 프로세서-컨트롤러)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식 구조를 채택
- 일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규정한 제8항의 경우, 컨트롤러-컨트롤러 모듈은
총 9개 세부 항목*인 반면 프로세서-컨트롤러 모듈은 오직 3개 세부 항목**만을 두고 있음
* 목적 제한, 투명성, 정확성 및 데이터 최소화, 저장 제한, 처리 보안, 민감 개인정보, 재이전, 개인정보
수입자의 권한에 의한 처리, SCCs 이행 내역 문서화
** 지시, 처리 보안, SCCs 이행 내역 문서화

• (다자간 계약에도 활용 가능) 개정된 SCCs는 제7항의 도킹(docking) 규정에서 ‘SCCs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도 기존 당사자들과 합의를 통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로서 추후
합류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렇게 추후 합류한 당사자에게는 합류 시점에서부터 개인정보 수출자 혹은 수입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가 부과됨(권리 및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은 불가)
- 기존 SCCs를 활용할 경우에도 그룹 내 개인정보 이전 계약(intra-group data transfer
agreement)36) 등을 통해 당사자 추가가 가능했지만, 이런 방식은 일부 지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프로세서에 관한 별도 합의가 필요 없음) 개정된 SCCs의 컨트롤러-프로세서 모듈과
36) 예를 들어, 복수의 사업자로 구성된 ‘프로세서 그룹’의 어느 구성원이 제3의 업체를 서브 프로세서(sub processor)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종류의 계약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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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프로세서 모듈은 GDPR 제28조(프로세서)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당사자들은 굳이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지 않아도 됨
•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정된 SCCs의 제3항은 ‘정보주체는 제3의 수혜자로서 개인정보
수출자나 수입자, 혹은 양자 모두에 맞서 SCCs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사업자간 관계를 다루는 일부 조항 제외), 이는 GDPR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근거를 둠
-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EU 회원국법 중 제3의 수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SCCs의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선택해야 함(SCCs 제17항)
- SCCs 준수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보주체는
제3의 수혜자로서 준거법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관할 개인정보 감독기구(혹은
거주지나 근무지의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SCCs 제11항)
- 아울러 정보주체는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거부권 등 GDPR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SCCs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문의나 요청에
응함으로써 그 같은 권리 행사를 지원해야 함(SCCs 제10항)
- 또한 SCCs 제8항의 투명성 규정에 따라, 예를 들어 컨트롤러-컨트롤러간 개인정보 이전
계약을 체결한 개인정보 수입자는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재이전(onward transfer) 관련 사항 ▲SCCs 사본 입수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정보주체에 제공해야 함
-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SCCs의 사본을 무료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며, 기밀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삭제된 SCCs 사본을 제공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삭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배상 책임) 개정된 SCCs는 제12항에서 ‘각 당사자는 SCCs 위반으로 인해 상대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든 배상 책임(liability)을 진다’고 규정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모듈별 배상 책임도 설정
- 예를 들어 개인정보 수집자가 컨트롤러인 경우(컨트롤러-컨트롤러 혹은 프로세서-컨트롤러),
각 당사자는 SCCs에 규정된 제3의 수혜자 권리 침해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물질적/비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든 배상 책임을 짐
- 또한 SCCs 위반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의 책임이 복수의 당사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당사자 모두가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정보주체는 그 당사자 중
어느 누구든 법원에 제소 가능
• (개인정보 재이전) 개인정보 수입자가 자신과 같은 국가나 또 다른 제3국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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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데이터를 재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 또한 SCCs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함(SCCs 제8항)
- 단, 제3자가 SCCs에 참여하지 않고도 개인정보의 재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제3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제3자가 GDPR 제46조(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 혹은 제47조(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를 보장하는 경우
· 그 제3자가 개인정보 수집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SCCs와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는 경우
· 재이전이 특정 행정/규제/사법 절차와 관련된 법적 공방에 필요한 경우
· 재이전이 정보주체나 타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전달한 경우

• (제3국의 법제 및 관행) SCCs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수입자 국가의 법제와 관행으로 인해
SCCs에 규정된 수입자 의무사항 이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없음을 보증해야 함(SCCs 제14항)
- 당사자들은 ‘▲그 제3국의 법제(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규정 등)와 관행,
▲개인정보 이전의 제반 상황* ▲SCCs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적/조직적/계약상
안전조치’를 특히 주의 깊게 평가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해 관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사슬의 길이, 개입하는 행위자의 수, 사용되는 전송 채널, 재이전 계획, 수신자의 유형, 처리의
목적,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형식, 이전 관련 경제 부문 등

- 계약 기간 내에 해당 제3국의 법제 변경 등으로 인해 SCCs 이행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수입자는 그 사실을 즉각 개인정보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출자와
수입자가 프로세서-프로세서 관계라면 수출자는 컨트롤러에게도 그 통지 내용을
전달해야 함
- 상기의 통지나 여타 이유로 인해 개인정보 수입자의 SCCs 의무사항 이행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 수출자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히 판단 및 도입해야 하며, 적정한 안전장치를 전혀 확보할 수 없거나 관할
감독기구의 중단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중지해야 함
- 참고로 이번 SCCs 결정문 제2조에 따르면, 관할 감독기구는 SCCs 내용에 반하는 제3국
법제와 관행이 개인정보 수입자에게 적용될 경우 GDPR 제58조(감독기구의 권한)에
규정된 시정 권한을 활용해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 혹은 금지시킬 수 있음
• (불변성) SCCs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하거나 기재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함
* 각각 모듈 조항과 부속문서 I, II, III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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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들은 SCCs를 계약서에 포함시켜 활용할 수 있으며 SCCs의 내용이나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자유에 직간접적으로 반하지 않는 기타 조항(혹은 안전장치)도
추가할 수 있음
▶ 한편, EC는 GDPR 제97조(EC 보고서)에 규정된 GDPR 정기 평가의 일환으로 개정된
SCCs의 적용 실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도 시행할 예정
• GDPR 제97조에 따르면, EC는 GDPR 발효 이후 4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 4년마다
GDPR에 대한 평가 및 검토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제출해야 함

4. 마치며
▶ EC는 개정된 SCCs를 통해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유럽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법무 여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법적 요건들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관련, EC의 가치·투명성 부문 위원이자 부집행위원장인 Vera Jourová는 ‘클릭 한두
번이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오늘날의 상호연결형 디지털 환경’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이전에 관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사법부문 집행위원인 Didier Reynders 역시 ‘CJEU의 슈렘스 II 판결 이후, 우리는 기업들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컴플라이언스 툴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SCCs 패키지는 그들이 GDPR을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
• 아울러 EC는 기존 SCCs를 개인정보 이전에 이미 활용하고 있던 기업들이 개정된 SCCs로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최장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설정
▶ 미국의 법 관련 전문 매체인 National Law Review 역시 ‘현재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는 고작 12개뿐이고 GDPR에 예고된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전 메커니즘*은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전 상황에서는 SCCs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일
때가 많다’며, ‘EEA37) 지역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개정된 SCCs의 등장은 중요한 뉴스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
* GDPR 제40조의 행동강령이나 제42조의 프라이버시 인증 등

• 한편, 머지않아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개정된 SCCs는 EU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전송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 여지가 있음

37) European Economic Area(EU 회원국들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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