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제 10 호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제 10 호

1. 영국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 제안 문서 분석 및 시사점
2. 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동향
3. EDPB, EC의 한국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 채택

21년 10월 월간(1)

영국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 제안 문서
분석 및 시사점

[ 목 차 ]

1. 개요 및 배경
(1) 개요
(2) 배경

2. 문서 내 주요 이슈 분석
(1) 조직의 책임성 프레임워크 개혁
(2) 데이터 침해 보고
(3) 쿠키
(4) 자동화된 의사결정
(5) 데이터 이전
(6) 기타 개혁안

3. 평가 및 시사점

1. 개요

(1) 개념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1))가 ’21.9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에 관한
제안 문서(이하, ’제안 문서’2)’를 발표하며 공공 자문에 착수한 것으로 발표
• 이번 개혁 제안 문서는 도입부를 제외하고 크게 ① 책임있는 혁신을 위한 장벽 해소 ②
기업 규제 부담 감소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③ 데이터 이동 장벽 해소를 통한 무역 촉진
④ 공공 서비스 개선 ⑤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3) 개혁의 5개 장으로 구성
1)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 DCMS, Data: A new direction, 2021.9.9.
3)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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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의 마지막 절은 정부의 문제 인식과 제안 사항에 대해 질문 형태로 공공의견을 요청
• 제안 문서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접수를 완료할 예정
▶ 제안 문서에서 언급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주요 규제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과학 초강대국으로서의 영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AI 및 기타 첨단기술의 연구자와
개발자의 데이터 사용을 단순화
• 코로나19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자유롭고 책임성 있는 개인 데이터의 흐름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서의 영국의 지위를 확보
- 초고속 경제 성장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 거래 및 데이터 파트너십을 위한 의제 달성 지원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성장과 혁신에 힘을 실어주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
• ICO가 세계를 선도하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토록 하여 시민의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성 있는 데이터 사용을 보장

(2) 배경
▶ 제안 문서는 데이터 체제의 성장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전략(National
Data Strategy)‘의 두 번째 임무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작성
• ’20.9월에 발표된 영국 국가데이터전략은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접근성 확보와 활용성
증진을 위해 수립한 전략
• 동 전략은 ▲경제 전반에 걸친 데이터 가치 발굴 ▲성장 친화적이며 신뢰받는 데이터 체제
▲정부 데이터 활용의 혁신 ▲데이터 인프라 보안 및 복원력 담보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
지원 등의 5대 실행 임무(missions)를 구체화
▶ 이 중 두 번째 임무인 △성장친화적이며 신뢰받는 데이터 체제 구축을 위해 영국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고 신뢰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환경 촉진키로 함
• 즉, 영국 정부는 데이터 경제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 규제 장벽을 최소화한
데이터 체제를 유지하고 촉진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혁신 기업· 개발자
지원에 주력
• 사람, 기업 및 기타 데이터 활용 조직 역시 데이터 체제 참여를 위한 적절한 데이터
스킬을 지녀야 하며, 특히 개인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공유 여부 및 방식 등의 데이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스킬을 지녀야 한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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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_ 영국 국가데이터전략 개요

출처: UK DCMS(2020.9)

▶ 동 전략의 연장선에서 제안 문서에서는 경쟁시장청(CMA)4), 금융행위감독청(FCA)5),
오프컴(Ofcom)6) 등 여타 규제기관의 지배구조와 흡사한 형태로 독립적인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 직위 설치 등 ICO에 대한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을 제안
▶ 이하에서는 제안 문서의 내용 중 EU GDPR에 따라 제정된 ▲조직의 책임성
프레임워크 개혁 ▲데이터 침해 보고 ▲쿠키 ▲자동화된 의사결정 ▲데이터 이전
등의 이슈에 대해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2. 문서 내 주요 이슈 분석
(1) 조직의 책임성 프레임워크 개혁
▶ EU GDPR은 조직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범용 접근 방식은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는 달리
경직적이고 관료적인(box-ticking) 개인정보보호 정책 실행에 그칠 수 있음
• 제안서는 현행 EU GDPR과 같은 조직 중심적인 책임성 프레임워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용이 부과되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따라서,

제안

문서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이

취하는

접근법과

유사한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privacy management programmes)’을 기반으로 한 보다
유연성을 띠며 위험에 기반한(risk-based) 책임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것을 제안
4)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5) Financial Conduct Authority
6) 영국의 방송, 통신 및 우편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승인 규제 및 경쟁 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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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동 프레임워크 하에서 조직은 조직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특화된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은 리더십과 감독, 위험 평가, 정책과 프로세스, 투명성, 직원
교육 및 의식,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등의 책임과 관련된 핵심 요소들을 기반으로 함
• 제안 문서에 따르면, 책임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을 취한 조직들의 경우 시장 경쟁과
평판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
▶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 실행 지원을 위해, 정부는 대다수 조직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존 영국 GDPR의 특정 준수 요건에 대한 수정
또는 폐지를 제안
• ‘데이터 보호 담당자(DPO)7)’를 지정하기 위한 기존 요건을 폐지하고 개별 조직이 재량에
따라 해당 요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조직에 대한 데이터보호영향평가(DPIA)8) 수행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조직이 처한 고유의
특정 환경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보호 위험 식별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접근 방식 채택을 허용
• 고위험 데이터 처리 시 ICO와의 사전 협의 요건을 없애는 대신, 조직과 ICO 간 보다
능동적이고 개방적이며 협력적인 대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
• 영국 GDPR의 제30조9)에 따른 기록 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동시에 조직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도 및 데이터 처리 유형을 반영하는 등 특정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보다 폭넓은 유연성을 부여
• 개인에 대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구체적(material)이지 않다면, 조직이 ICO에 데이터
침해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존의 조건을 완화

7) Data Protection Officer
8)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9) 컨트롤러, 프로세서 및 프로세서의 대리인(가능한 경우)은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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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안 문서는 영국의 현행 데이터보호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대폭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 그러나 대체 체제가 현재 체제 대비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제도 변경을 위한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해 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여지를 마련
☞ EU GDPR의 책임성 메커니즘 폐지는 시민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요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의 운용 성공 여부가 중요한 관건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표준 문서나 ISO 2700110)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의 구조와 함께 데이터보호책임자(DPO)나
이에 준하는 직위, 정보보호영향평가(DPIA)나 이와 유사한 위험 평가 체계 및 데이터
인벤토리 등요 요소 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그러나 여전히 책임성 메커니즘의 실행 방식과, 별도의 규제 요구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제안 문서 이후의
후속 해결 과제

(2) 데이터 침해 보고
▶ 제안 문서는 영국 GDPR 33조에 따른 침해 보고 요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언급
• 현재의 침해 보고와 관련된 GDPR의 요구사항은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일괄 적용됨으로써 조직 입장에서 ICO에 대한 보고 부담을 과도하게 초래
• 또한, 보고된 사안에 대한 검토 역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ICO에게도 상당한
업무 부담이 발생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 문서는 개인정보 침해 통보 요건을 완화하여 조직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에 대한 침해 위험이 구체화(material)된 사례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
• 동 제안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제안 문서는 ICO에게 '구체화되지 않은(non material)'
위험으로 간주되는 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을 권고

10) 정보보안 경영에 관한 국제 규격

- 5 -

21년 10월 월간(1)

(3) 쿠키
▶ 제안 문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 규정 200311)’ 하에서는 조직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strictly necessary)'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웹 사이트
등에서조차 개인정보 동의가 없이는 쿠키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
※ 영국 ICO는 ‘21.9월, G7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당국과의 논의 자리12)를 통해 쿠키와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며 관련 이슈가 환기

• 즉, 이러한 요구사항은 위험에 기반한 조치가 아니며, 분석 쿠키(analytics cookie)
용도와 같이 위험도가 낮은 수집 활동에도 개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매우
협소하게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 이로 인해 1) 조직은 웹 사이트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청중(audience) 측정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없으며, 2) 사용자가 개인정보와 통제 활동에
관여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쿠키 사용에 동의하는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조직과 개인 입자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야기시킨다는 것
▶ 이러한 이슈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제안 문서는 쿠키 동의 요건 완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 조직의 분석 쿠키(analytics cookie) 및 유사 기술 사용에 대해 사용자 동의 없이 허용
• 조직이 다른 제한된 목적을 위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기기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
• 데이터 수탁자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개인의 동의 설정을 관리
▶ 한편, 동 문서는 기존에 회원 가입 또는 가입의 결과로 개인과 관계를 형성한 기업이
아닌 다른 조직의 전자통신에 대해서도 소프트 옵트인(soft-opt in)*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거래로 인해 고객에 대한 접촉이 가능한 기업들은 유사 제품에 대해서도
거절이나 옵트아웃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마케팅 정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쿠키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영국과 EU 회원국 전반에 걸쳐 규제 일관성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기업들이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직면
• 향후 국가별로 상이한 쿠키 규제에 대해서는 상호 조화를 위한 공동 규제 개발 대응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11) PECR(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 중 Regulation 6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12) G7 UK 2021, Roundtable of G7 Data Protection and Privacy Authorities, 2021.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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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화된 의사결정
▶ 제안 문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및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영국 GDPR 제22조에 따른 규정이 현실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 제22조는 '오직(solely) 자동화로만 이뤄진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특정 시점에 사람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무상의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또한, 제22조는 현행 법률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 상의 한계를 노출
• '오직(solely)'이 아닌, ’부분적으로(partly)‘ 자동화 처리에 의하거나 非개인정보를 토대로
이뤄진 자동화 결정 등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프로파일링과 인공지능(AI) 관련 처리
활동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상의
제한성을 지적
• 이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직 자동화 기술로만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결여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음
▶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함께 머신러닝과 AI 기술의 진화 관점에서 영국
GDPR 원칙에 입각해 미래 시점의 규제 적용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성장·규제 개혁 태스크포스13)가 제시한 제22조 삭제 권고안14)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현행 영국 GDPR은 민간 기업의 합법적 이익이나 공익에 기초하여 자동화된 AI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의사결정이 오직 자동화로만
구현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님
• 이는 영국 GDPR의 제6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에 명기된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조건을 포함하여 GDPR의 여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편이나, 현실
적용 시 법률상의 허점을 노출

13) Taskforce on Innovation, Growth, and Regulatory Reform. 영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총리에게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직속 조직
14) Prime Minister’s Office, Taskforce on Innovation, Growth and Regulatory Reform independent report,
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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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이전
▶ 제안 문서는 영국의 데이터 이전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데이터

보호

분야의

적정성

평가(adequacy assessments)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
• 정부는 4년마다 적정성 규제를 검토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조직에 보다
유연하게 데이터 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 간 데이터 이전 체제의 개정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

(6) ICO 개혁
▶ 제안 문서는 ICO가 이행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프레임워크 도입을 포함하여, ICO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에게 ICO가 자체적인 규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전략 문서를 준비토록 하고, ICO 내에 독립 이사회와 CEO직 설치를 위한 권한을 부여
※ 동 제안 문서에 따라 ICO는 2021년 9월 9일, ICO의 엘리자베스 덴햄(Elizabeth Denham) 위원장이
미래에 대비한 입법 프레임워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도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ICO는 제안
문서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 등의 절차 진행에 따라 건설적인 방안 제시와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7) 기타 개혁안
▶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편향 모니터링, 탐지 및 정정을 위해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건을 ’201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의 부칙(Schedule) 1에 추가
▶ 과학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특정적(research-specific) 조항을 통합하고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
* UK GDPR와 Data Protection Act 2018에 분산된 연구와 관련된 조항, UK GDPR 내에서 과학 연구에
대한 범위 정의 부재, 합법적인 데이터 접근성의 범위, 연구 목적 하에 개인정보의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한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 제안은 일부 정의의 모호성과 함께 특히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재사용하는 규칙에
관한 판례 설명 또는 규제 지침 부족으로 인해 영국 GDPR이 책임성 있는 혁신 촉진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반영한 것
• 또한, 조직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밸런싱 테스트(balancing test)*를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사례 목록을 개발
* 법률 적합성 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테스트로, 데이터 보유 및 처리의 목적,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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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시사점

▶ 제안 문서는 GDPR 본문과 관련 조항에 대한 상세 검토와 확인 작업은 실제적인
적용을 고려한 규정의 명확성과 단순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 특히, 공공의 가치와 요구가 무엇인지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계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한 공공 자문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규제 제정 절차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도출 절차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며, 특히 데이터보호영향평가(DPIA) 프로세스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

▶ 동 문서는 입법 단계를 거치며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부가 일부
핵심 GDPR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제안을 포함해 기존 EU GDPR의
제도적 틀로부터의 탈피를 주요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
• EU와 결별한 영국은 자국민과 영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와 사회에 걸쳐 데이터의
가치를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한 친성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체제 구축을
도모함으로써, 규제 중심의 EU GDPR 규정과의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제안 문서는 기업, 비영리 조직 등 데이터 활용 기업 입장에서 기존 GDPR과 영국
GDPR의 규제 장벽을 크게 완화
•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수의 규제 철폐 제안이 포함된 속에서도 EU GDPR, 영국 GDPR에서
강조되는 책임성 기반의 개인정보 유지와 처리를 비중있게 강조
• 또한, 데이터 침해 보고, 쿠키 수집, 과학 연구 분야의 데이터 활용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컨트롤러, 연구기관 및 규제기관의 실무적인 부담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코자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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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DataGuidance, UK: A new direction for data protection?, 2021.10
2. DataGuidance, UK: DCMS publishes national data strategy policy paper, highlights intention to
uphold high data protection standards and pursue data adequacy, 2020.9.10.
3. DataGuidance, UK: Government launches consultation on reforming UK data protection
regime, 2021.9.10.
4. DCMS, Data: A new direction, 2021.9.10.
5. DCMS, National Data Strategy, 2020.12.9.
6. G7 UK 2021, Roundtable of G7 Data Protection and Privacy Authorities, 2021.9.7.~9.8
7. Gov.UK, UK launches data reform to boost innovation, economic growth and protect the
public, 2021.9.9.
8. Prime Minister’s Office, Taskforce on Innovation, Growth and Regulatory Reform independent
report, 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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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동향

[ 목 차 ]

1. 개요
2. 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요건
(1) EU
(2) 여타 국가

3. 직장 내 백신 접종자 확인 이슈

4. 마치며

1. 개요

▶ 2021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논의는 접촉추적앱이 아닌
백신패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양상
• 백신패스(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증명서와 종이 버전의 증명서도 포함)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일상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됨
• 그러나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거나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자기 개인정보 일부를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백신패스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에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백신패스의 설계 및 운용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잠재적 부작용의 최소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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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요건
(1) EU
▶ EU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와 EU 개인정보보호
자문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는 EU 공통의 백신패스인
디지털

그린 인증서(Digital

Green Certificate,

혹은

Digital COVID

Certificate)

계획(규정안)이 발표된 직후 그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21.3.31)
• 지난 3월 17일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제안한 디지털 그린
인증서(인증서) 계획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음성 테스트 결과 보유자, 확진 후
완치자에게 디지털 포맷 또는 종이 형태의 백신패스를 무료로 발급한다는 내용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방침을 제시
- 인증서 운용 체제는 GDPR을 포함한 EU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어떤 식으로도
충돌해서는 안 됨15)
- 인증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컨트롤러로 간주돼야 함
- 인증서 관련 규정 내에 회원국이나 국가간 여행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증서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법적 근거는 포함되지 않음
- 인증서 보유자는 그 문서의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되면
새 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EDPB와 EDPS는 해당 규정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토록 권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요건은 방역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백신패스에 대한 대중 신뢰의 기반’임을 강조
- (투명성) 민감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만큼, 정보주체로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16) 원칙이 준수돼야 함
- (데이터 최소화) 인증서는 자유로운 EU내 (국가간) 이동의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포함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의 법적 근거로서 규정안 전문에
언급됐던 GDPR 제6조제1항제c호(컨트롤러의 법적 의무 이행) 및 제9조제2항제g호
15) 이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8조와 유럽연합기능에 관
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6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를 보장하
고 백신패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
16) 이런 맥락에서, 개인정보 항목별 처리 이유 및 QR 코드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컨트롤러/프로세서/개인정
보 수신자 역할을 수행할 모든 기관의 리스트 공개 원칙 등을 규정안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 EDPB와 EDPS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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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의 특별범주 개인정보 처리)를 제안서 본문에도 명시 필요
- (기본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이전을 요하지
않는 인증 기술이 활용돼야 함
- (처리의 보안)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모두가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 (EC의 권한 제한) 규정안은 인증서의 개인정보 항목 구성이 EC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해당 권한은 이미 정의된 데이터 카테고리 내에서 서브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정도로 한정돼야 함(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 추가되는 데이터
항목으로 인해 기존에 수행했던 영향평가가 무효화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
- (목적 외 활용) EC는 ‘EU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을 인증서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는 국내법을 근거로 이를 다중이용시설 출입 관리 등
여타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법적 요건17)도 명시
필요
• 실제로 디지털 인증서는 처리 및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설계됐고,
인증 데이터는 국가별 보안 데이터베이스에만 저장*된다는 것이 EC의 설명
※ 타국에서 인증서를 확인할 때도 게이트웨이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질 뿐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전되지는 않음

(2) 여타 국가
▶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세계 여러 나라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EU와
유사한 내용의 백신패스 요건을 제시했는데, 일례로 캐나다 개인정보 감독기구(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PC)는 코로나19 백신패스 옴부즈맨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21.5.19)
• (일반 원칙) 백신패스는 시민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에 앞서 신중한 필요성/유효성/비례성 검토가 필요
표1 _ 백신패스 관련 사전 검토 사항

17) 이를테면,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7조(사생활 및 가족생활 준중의 권리) 및 제8조(개인정보 보호의 권리)와 GDPR(목적 외 이용
에 관한 규정인 제6조제4항 포함) 준수를 전제함으로써 인증서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차별 유발 등)을 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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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공보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백신패스를 도입 가능. 필요성

필요성

여부는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돼야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Necessity

백신패스와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타 대안의 존재(혹은 활용 가능) 여부도

유효성

검토돼야 함
백신패스는 설정된 목적 각각을 달성하는 데 처음부터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아야

Effectivenes

비례성
Proportionality

하고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그 유효성이 지속돼야 함
백신패스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공공보건상의 목적
각각에 대해 비례적이어만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활용/공유될 수 있게
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이 적용돼야 함

• (권한 요건) 백신패스의 도입 주체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든 개인에게 백신패스 제시를 실제 요청하려면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할 법적 권한(legal authority, 혹은 법적 근거)이 필요
- 여기서 법이란 기존 법규, 새 법규, 개정된 법규, 공공보건 명령 등 여러 종류일 수 있고,
그 조문에는 백신패스를 요청할 권한과 그 권한의 부여 대상 및 행사 조건이 규정돼야 함
- 민간부문 프라이버시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나 기업이 백신패스 도입을 고려할 경우, 특정
시설 출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백신패스 제시를 의무화한 새 법규나 보건령에서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그 같은 법규나 보건령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프라이버시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18), 이때의 동의는 백신패스의 특성과 운용 상황에 맞게 사전
안내, 자발성, 필요성, 적절성19), 선택의 여지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함
- 공공기관에 의해 도입 및 활용되는 백신패스의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동의
유무에 관계없는 법적 권한(즉, 책무)이 필요한데, 이는 종종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유의미한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표2 _ 캐나다 OPC에서 제시한 백신패스 관련 개인정보 처리 원칙
구분

내용

수집·활용·공유·보유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활용·공유·보유는 백신패스의 개발 및 도입 목적을

및 목적 제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정부기관과 앱

Limiting Collection, Use,

개발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백신패스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Disclosure and Retention

추적해선 안 되며, 접종 시행 및 증명에 필요한 지방 데이터베이스 외에

/ Purpose Limitation

투명성
Transparency

전국/광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도 안 됨
백신패스의 목적과 활용범위,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건강정보 수집·
활용·공유·보유·폐기에 관한 안내가 제공돼야 함

18) 단, 퀘벡주는 제외. 퀘벡에서는 중요하고 적법한 특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할 경우에만 백신패스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OPC의 설명
19) 합리적인 사람의 견지에서, 그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해당 상황에 적절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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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Accountability

개인정보 보호
Safeguards

백신패스 관련 정책·합의·법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며, 주민들에게는 (백신패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열람/수정
요청이나 백신패스 관련 민원/문의를 접수하는 자의 연락처가 안내돼야 함
백신패스는 그 건강정보의 민감도에 상응하는 기술적·물리적·행정적 보호
조치를 동반해야 하고, 그러한 조치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평가하는
프로세스도 수립돼야 함
책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백신패스의 개발 및 도입은 개인정보

독립적 감독

감독기구의 자문 하에 이루어져야 함.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rivacy Impact

Independent Oversight

Assessments) 등 관련 분석 결과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검토를 거쳐 평이한
언어로 사전에 요약본이 공개돼야 함

기간 및 범위의 제한

백신패스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 일체는 팬데믹 상황의 종료가

Time and Scope

공식 선언되거나, 백신패스가 더는 필요하거나 유효하거나 비례적이지 않게

Limitation

될 때 파기돼야 하며 코로나19 대응 외의 목적에 활용돼선 안 됨

▶ 한편,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PC)의 경우
지난 4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투명성, 데이터 최소화, 필요성, 비례성, 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의 원칙과 더불어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조

• 이는 세계 각국에서 운용 중인 백신 증명서 상당수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당시 OPC가 인용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백신패스의 82%는 프라이버시 정책이 부실했고 41%는 이용자의
정확한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었음

3. 직장 내 백신 접종자 확인 관련 이슈
▶ 백신패스를 직장에서 직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국가별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례로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DP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
견해를 밝힘(‘21.6.22)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고용주가 직원들의 백신 접종 데이터(건강정보로서 GDPR
제9조의 특별범주 개인정보에 속함)를 수집하는 행위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게 DPC의 판단
- 설령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당사자 동의를 얻더라도,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그 동의가 ‘자유롭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움
- 접종 후순위인 젊은 사람들은 (6월 당시로서는) 어차피 당장 백신을 맞기도 어려운 데다,
변종 바이러스 확산 같은 변수까지 감안하면 당장의 접종 현황 파악이 방역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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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유의미할지는 더욱 미지수
- 아일랜드 기업거래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의 전국
직장 방역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재택근무 확대 등의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더라도 어차피 그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더라도 뚜렷한 실익이 없음
- 아울러 동 지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닌 자율사항이라 밝히고 있으며,
이는 결국 백신 접종 및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 직장 내 방역에 필수 조치는 아님을 시사
• 또한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더라도, 고용주는 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지 따지기에 앞서 사업장 방역을 위한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함

▶ 독일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BfDI) 역시 고용주의 직원 백신 접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독일 감독기구 회의(Datenschutzkonferenz)에서의
논의 결과를 발표(‘21.10.25)
• 백신 접종 이력은 일종의 건강정보(GDPR 제4조제15항)로서 특정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처리가 불허되는 특별범주 개인정보(GDPR 제9조)에 속함
- 특별범주 개인정보 처리의 조건 중 하나인 ‘동의’의 경우는 고용주-피고용인간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일반적인 직장 환경에서는 유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자유로운
동의가 아닐 수 있음)
• 단,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의료진의 백신
접종 데이터 처리 가능
- 그러나 백신 접종 데이터의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라 해도 개인정보 최소화,
저장 기간 제한, 설명 책임 등 GDPR의 제반 원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함

▶ 반면, 라트비아 개인정보 감독기구(Datu valsts inspekcija, DVI)는 지난 6월 채택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관한 내각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직원에게 백신패스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발표(‘21.7.12)
• 동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의 노동자는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시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180일 이내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음을 증빙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미준수자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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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확진 후 완치 여부는 특별범주 개인정보(GDPR 제9조)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이처럼 공공보건 영역에서의
공익상 이유로 EU 혹은 회원국 법규에 근거하여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GDPR 제9조제2항제i호)
- 그리고 이때 해당 개인정보는 공익적/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GDPR 제6조제1항제e호)
• 단,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는 GDPR 제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원칙(적법성,공정성, 투명성, 목적제한, 데이터 최소화, 정확성, 보유기간 제한,
무결성/기밀성, 책임성)을 준수해야 함
- 이에 DVI는 고용주 유의사항으로 ‘▲원격 근무자를 빼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증명서만
확인할 것, ▲증명서의 정보들 중 필요한 것(이름, 방역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수집할 것,
▲수집한 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고, 데이터 업데이트 시에는 기존
데이터를 파기할 것, ▲제3자에게 개인의 접종 정보를 전송하거나 제3자(접종센터
포함)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지 말 것’을 제시
※ 여기서 방역 기준 충족자란 백신 접종 완료자와 확진 후 회복자를 모두 지칭하는 것이며, 둘 중
어느 쪽인지(그리고 백신을 맞았다면 어떤 종류를 언제 맞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고용주 차원에선
수집 불가함

▶ 한편,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Commission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CNPD)의 경우는 2020년 7월 개정된 자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법에 근거해
백신패스앱(CovidCheck)의 QR 코드 스캔 결과(유효한 백신 증명이 있을 경우 초록색
사각형이 화면에 나타남)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허용
• 코로나19 방역조치법이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자로 규정한 대상은
보건당국이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 차원에서 그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 CNPD의 해석
- 또한 스캔 결과를 확인하는 인원은 가급적 소수로 한정하고 해당 근무자들에게는
기밀유지 의무를 적용해야 함
• 또한 사업장 내 백신 접종자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경우(원칙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 없이는 시행 불가),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율 참여를 전제로 시행 가능
- 단,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데이터의 식별 불가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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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 백신패스의 발급 대상과 적용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의 기본 요건으로까지 설정
• 이탈리아에서는 백신패스 없이 의사당을 출입한 상원의원이 방역 규정 위반으로
최근 정직 처분을 받았고, 미국 뉴욕시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공공 근로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 그러나 백신패스는 본질적으로 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백신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전망

표3 _ 세계 주요국의 백신패스 적용 방식20)
구분
독일

미국 뉴욕시

프랑스

이스라엘

발급 대상

적용 방식

접종완료자, 음성판정자,

실내 행사, 병원·요양원, 유흥·오락 시설, 영화관 등 다중

확진 후 완치자,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음성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접종완료자, 확진 후
완치자

이탈리아

접종완료자, 음성판정자

덴마크

접종완료자, 음성판정자

이용시설 입장 가능
식당·헬스장·공연장 등 실내 영업장 출입 시 종업원·이용자에
접종 증명 요구
장거리와 지역간 이동, 극장과 경기정 입장 때 제시 필요

공공장소 출입 및 행사 참여 가능

백신패스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 급여 지급 중단.
그린 패스 없이 근무하다 적발되면 최고 1,500 유로 벌금 부과
적용 시설 단계적으로 확대
항공기, 열차, 크루즈선에 탑승하는 승객 및 직원들은 백신

캐나다

접종완료자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온라인 포털에 등록해야 함

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3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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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

Reference
1.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Vaccine passports must meet highest
level of privacy protection, 2021,5,19
2. Privacy Commissioner, “Covid-19 vaccine passports not immune to privacy concerns”, 2021.4.1.
3. DataGuidance, Latvia: DVI issues guidance for employers on handling of employee
vaccine certificates, 2021.7.15.
4. DPC, Processing COVID-19 Vaccination Data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2021.6.22.
5. DataGuidance, Germany: BfDI publishes DSK decision on processing of employees' COVID-19
vaccination status, 2021.10.26.
6. CNPD, FAQS ON DATA PROTECTION AND COVIDCHECK, 2021.10.29.
7. EDPS, "EU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dopt joint opinion on the Digital Green Certificate
Proposals", 2021.4.6.
8. EC, "COVID-19: Digital green certificates“, 2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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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B, EC의 한국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 채택

[ 목 차 ]

1. 개요
(1)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EDPB의 의견 채택과 그 절차적 의미
(2) EDPB,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해 일단 긍정 평가

2. 한국-EU 법제 비교
(1) 동질한 부분 많은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법제
(2) PIPA 법조문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도 유의미

3. 적정성 결정을 위한 권고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 사항
(2) 한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관련 사항

1. 개요
(1)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EDPB의 의견 채택과 그 절차적 의미
▶ EU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의 한국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21.9.24)
• EU GDPR에 따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란 특정 제3국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EC의 판단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로의 EU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GDPR 제45조제1항)
• EC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문 초안을 지난 6월 16일 발행하고 그에 대한 자문을
EDPB에 요청함으로써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
※ 적정성 결정 절차는 크게 (1단계) 초기결정 → (2단계) 의견수렴 → (3단계) 최종결정 순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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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DPB는 GDPR 제70조(EDPB 책무)의 제1항제s호(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의거하여 ▲적정성 결정 초안의 전체적인 GDPR 정합성과 ▲한국 공공기관이 법집행 및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열람 행위 관련 사항(침해 발생 시
정보주체가 활용 가능한 구제책의 유무 포함) 등을 검토하여 동 의견서를 발행

(2) EDPB,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해 일단 긍정 평가

▶ EDPB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이 핵심
내용 측면에서 EU법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항들은 법집행 영역에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제한적인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서도 동 법의
핵심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 보장 등은 그대로 적용됨
• 또한 한국은 EU와 협의 하에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1호)>을 채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EU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
• 아울러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를 일종의 기본권으로 보호할 근거를 헌법에
이미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통해 독립적이고 유효한 개인정보
감독 체계도 보유하고 있음

▶ 단, 한국의 법제 중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EDPB의 견해이며, 그 중에는 구제 조치 활용을 위한 실질적/절차적 요건이 EU 정보주체
입장에서 과도한지 여부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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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EU 법제 비교
(1) 동질한 부분 많은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법제
▶ EDPB는 동 의견서에서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법제를 검토21)
• (적정성 결정의 요건) 제3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서로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나,
GDPR 제45조 및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판례(Schrems Ⅰ, Ⅱ)에 따르면 어느 제3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이 GDPR 등 EU법의 근본 원칙에 본질적으로 부합해야 함

표1 _ 적정성 결정 시 고려 사항
구분

내용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제3국 혹은 국제기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요소를 특히 고려해야 함
(a)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일반/분야별(치안·국방·안보·형사 포함)
관련 법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관련 법규·개인정보 규칙·직종별
규칙·보안 조치(또 다른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재이전 시

제3국에 대한 EC의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적용되는 규칙을 포함)의 시행, 판례, 유효하고

적정성 평가 시

행사 가능한 정보주체의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정보주체

고려돼야 할 사항
(GDPR 제45조제2항)

입장에서 유효한 행정적·사법적 구제책
(b)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회원국 감독
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고 강제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하나 이상 존재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c)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체결한
국제 협정,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협정 및 다자간·지역적 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한 기타 의무
제3국으로 EEA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때는 EEA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법 취지
(CJEU, Case C-311/18)

동반돼야 함
- CJEU는 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행위와
관련해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종전의 적정성 결정(Privacy Shield 협정)을 무효화(‘20.7.16)

21) 관련 검토에는 ▲GDPR 및 관련 판례,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7조(사생활 및 가족 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 제8조(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제47조(실효적 구제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8조(사생활과 가족 생활을 존중 받
을 권리) 등이 기준으로 활용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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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과 EU법의 유사성)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적용 범위에
아우르는 PIPA와 이를 보완하는 분야별 관련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본질적
측면에서 EU 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

표2 _ PIPA와 GDPR의 유사점(예시)
항목

PIPA

GDPR

(PIPA 제2조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GDPR 제4조제1항) 개인정보는 식별
됐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가능한

자연인이란

특히

이름,

ID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혹은
신체적/심리적/유전적/정신적/경제적/
문화적/사회적 정체성과 연관된 하나
이상의 특징적 요소 같은 식별정보를
근거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특정 가능한 자연인을 의미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
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PIPA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GDPR 제6조제1항) 개인정보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음 각 호 중 적어도 하나가 해당되는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다.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a) 정보주체가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b)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하거나 정보주체가 요청한 계약 전

불가피한 경우

단계의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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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PIPA

GDPR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c) 컨트롤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d)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e)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의거한 업무나 공익 목적의 업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행에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경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f) 컨트롤러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단, 그 같은 이익보다 개인정보를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가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중할 경우에는 예외이며, 정보주체가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어린이일 경우에는 특히 그러함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는 한국 헌법에 기초를 둔 기본권)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는 헌법 제10조(인간 존엄 및 행복 추구의 권리),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제18조(통신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인정됨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는 한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지 않음

(2) PIPA 법조문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도 유의미
▶ EDPB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가
발표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1호, 이하 보완규정)>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근거’라고 평가
• 한국-EC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보완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조항의 해석, 적용, 집행에 관한 일종의 행정 규칙으로서 해당 조문들에 대한 EU
측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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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규정>은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보완규정>은 개인
정보처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그 규칙의 위반 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개인은
PIPC나 법원에 구제 신청이 가능함

•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별다른 설명 없이 가명정보에 대해 동법
조항 다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문만으로는 가명화된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면책 조항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 이에 <보완규정>에서는 동 조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제28조의 2)’에만 적용되는 연계 조항임을 밝히고 있음

표3 _ PIPA의 가명화 조항과 그에 관한 <보완규정>의 설명
구분

내용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7(적용 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고지 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PIPA 제3장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中

파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제1항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사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각각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권, 정정/삭제 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각각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제3장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의2부터 제28조
의7을 말함) 규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제28조의2)하는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안전조치와 금지사항을 의무화(제28조의4, 제28조의5)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8조의6),
가명정보에 대하여 법 적용을 일부 제외(제28조의7)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ⅱ) 따라서, 이 특례 규정은 가명처리된 정보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보완규정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적정성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된 EU 주민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외의 목적으로 가명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헌법 제37조 및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법제58조의2의 ‘시간ㆍ비용
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즉 익명정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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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성 결정을 위한 권고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 사항
▶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여러 측면에서 EU 법제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EC를 향한 EDPB의 주문
• (<보완규정>의 실효성 확인) <보완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조문의 해석 및
집행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추가적인 규칙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한국 법원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화 조항 자체에 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향후 <보완규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설명)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PIPA 적용을 받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컨트롤러(개인정보처리자)로의 이전에 관한 것이고 그 컨트롤러 개념에는 GDPR
기준으로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돼

있지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결정은 한국 소재 프로세서로의 개인정보 이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더 명확히 설명돼야 함
• (가명화의 잠재적 영향 확인) 또한 적정성 결정에 근거해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가명화될 경우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자유에 어떤 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함
- 또한 특정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법 일부 조항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관한 추가 검토(적용 추이 및 판례 모니터링 포함)도 필요
- EC는 <보완규정>을 근거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혹은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보완규정> 자체의 구속성, 강제성, 유효성에 관해서도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게 EDPB의 입장
• (동의 철회권 관련 확인) 한국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만 동의 철회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EC는 일반적 동의 철회권의 부재로 인해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항시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처리 정지 요구권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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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재이전 관련 안내사항 및 규정 보완) 한국의 컨트롤러가 제3국의
수신자에게

개인정보를

재이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내-동의

절차가

전제되는데, 이때 그 안내에는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제3국으로 적정 수준의
보호조치 없이 개인정보가 재이전될 때 발생 가능한 위험’에 관한 설명도 포함돼야 함
- 또한 적정성 결정문에는 ‘(당사자간 권력 불균형 등으로 인해) GDPR 기준으로 유효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컨트롤러로부터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재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도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구성원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는 GDPR과 상합하여 적정성 검증을 통과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EC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
- 또한 EDPB는 ‘EC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예산 규모/재원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항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량과 독립성 평가를 위한 지표에 속하므로 적정성 결정 초안에 관련
정보를 추가해 줄 것’을 권고

(2) 한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관련 사항

▶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해 법 집행이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한국 공공기관의 열람 행위와 관련해서도 우려스럽거나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EDPB의 입장
• (통신업체가 국가 안보 당국에 개인정보 제공 시 통지 의무 존재 여부) 적정성
결정서 초안의 부속문서에는 ‘통신사업자들이 국가 안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통신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동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DPB 관점에서는
이들 두 규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이 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통지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특히
사법적 구제와 관련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가 현저히 더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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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재이전에 대한 검토 부족) 적정성 결정 초안에는 국가 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재이전 관련 법제가 전혀 설명돼 있지 않음
- 국가 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재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헌법에 기초한 일반
원칙과 보호장치를 통해 충분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 EC의 판단이지만,
해당 보호장치들은 대단히 일반적인 성격이라 국가 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재이전이
시행되는 특정 상황 및 조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또한 EC는 한국과 여타 제3국 혹은 국제기구 사이에 체결된 국제 합의 중 법 집행
기관이나 첩보 기관의 개인정보 이전을 규정한 것이 있는지도 살피지 않았는데, 법
집행이나 첩보 공조 목적의 양자간/다자간 합의가 체결됐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 법원에 민원을 제기할 때
실체적/절차적 요건(입증 책임 등)이 수반되는지 여부와 유럽경제지역(EEA)에 거주하는
정보주체가 그러한 조건을 실제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
-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47조(실효적인 구제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이미 설치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문/방어/대리인 선임의 기회를
가지며... 재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필요 범위 내에서 법률 구조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실효적인 구제 및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할 기구의 권한으로
개인정보 처리 행위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그 처리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제 조치를 강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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