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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로 예방책 ▲위험평가 시 고려사항 ▲통지 의무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22.1.3.)
• GDPR은 자연인의 자유와 권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감독기구와 피영향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컨트롤러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로세서 측에서 침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컨트롤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GDPR 제33조 및 제34조)
• 침해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에 제29조 개인정보 보호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 이하 WP29)의 일반 가이드라인(Guidelines WP 250)이 발행된 바
있으나, 오늘날의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EDPB의 판단
• 이에 EDPB는 EU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GDPR 실무 경험을 반영한 이번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
- 1 -

2022년 1월호(1)

2.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과 침해 발생 시 의무사항
▶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 GDPR 제4조제1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란 “전송, 저장
혹은 여타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정보의 불법적/위법적 파기, 손실, 변경이나 무단
공개/열람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 침해”를 의미
• 그리고 WP29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기밀성 침해 ▲무결성 침해
▲가용성 침해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체화
- 기밀성 침해(confidentiality breach): 개인정보의 무단/우발적 공개나 열람이 발생한 상황
- 무결성 침해(integrity breach): 개인정보의 무단/우발적 변경이 발생한 상황
- 가용성 침해(availability breach): 개인정보가 무단/우발적으로 파기됐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상황
▶ (침해 관련 의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지 평가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그 위험 수준에 따라 통지 의무도 이행해야 함
• GDPR은 제33조와 제34조를 통해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문서화하고,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침해
발생 사실을 관할 감독기구에 통지하며,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도 침해 관련 통지를 시행할 것을
컨트롤러에 의무화
- GDPR에서 이처럼 ‘위험’이 강조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손실, 권리 제약, 차별, 신원도용, 재정적 손실, 익명 정보의 무단
재식별화, 평판 손상, 직무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기밀성 손실 등
다양한 종류의 물리적, 물질적, 비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문서화 의무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도 및 그에 따른 통지 의무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됨
- 즉, 정보주체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미미하여 감독기구에조차 통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일단 침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요건에 맞춰 침해 관련 팩트와
대응 내용 등은 기록해야 함
• 개인정보 침해 사고 중 상당 부분은 위험 유발 가능성을 컨트롤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며, 설령 그렇지 않을 때라도 위험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감독기구에
대한 통지를 미룰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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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는 침해 발생 사실을 감독기구에 일단 통지하면서 위험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는 부당한 지체 없이 순차적으로 보고하면 됨
- 또한 위험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도 초기 피해경감 조치는 일단
이행해야 하며, 그 침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 요인(악용 가능한 취약점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
- 컨트롤러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자체 평가했으나 실제
결과가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감독기구는 법적 권한을 발동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표 _ GDPR에 규정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통지 의무
구분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그 침해로 인해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컨트롤러는 침해 발생을 인지한 시점
으로부터 가급적 72시간 이내에 부당한 지체 없이 이를 관할 감독기구
(GDPR 제55조 참조)에 통지해야 하며, 그 시한을 넘겼을 때는 통지와 함께
지연 사유도 제시해야 함

2.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이를 컨트롤러에게
통지해야 함

3. 감독기구 대상의 통지문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함
GDPR 제33조
(감독기구에
침해 통지)

(a) 개인정보 침해의 성격(영향을 받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유형과 대략적인
규모도 가급적 포함해 설명할 것)
(b) DPO(혹은 추후 문의에 응할 수 있는 여타 관계자)의 이름 및 연락처
(c)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
(d) 컨트롤러 측에서 이미 이행했거나 이행 예정인 침해 대응 조치(피해 경감책도
가급적 포함해 설명할 것)

4. 통지해야 할 정보 전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당한 지체 없이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

5. 컨트롤러는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침해를 문서화(침해 관련 사실, 침해의 영향과
그에 대해 취해진 경감조치 등을 포함할 것)해야 하며, 그 문서는 GDPR 제33조의
준수 사실을 관할 감독기구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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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1.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컨트롤러는 이를 부당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2. 정보주체 대상의 통지문은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개인정보 침해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며, 최소한 GDPR 제33조제3항의 제(b)호, 제(c)호, 제(d)호의 정보
및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함

3.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통지 의무가 적용
되지 않음
GDPR 제34조
(정보주체에
침해 통지)

(a) 컨트롤러가 적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미 이행했고, 침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개인정보에도 그 같은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특히 암호화 등을
통해 무단 열람자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게끔 처리된 경우
(b)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컨트롤러의 사후
조치로 인해 미미해진 경우
(c) 정보주체 대상의 통지에 비례적이지 않은 노력이 수반될 경우. 이럴 때는
대중 커뮤니케이션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활용해 개별 통지만큼 효과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침해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함

4.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아직 통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감독기구는 그 침해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컨트롤러에게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를 이행토록 지시하거나,
제3항의 (통지 의무 면제) 조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침해 대응을 위한 일반 원칙) 개인정보 침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침해 유형별 예방책을 평소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아래와 같은 준비도 갖춰야 함
• 개인정보 침해 대응을 위한 계획과 절차를 확립할 것(명확한 보고라인 수립, 복구
프로세스의 세부 책임자 지정 등)
• 개인정보 침해 상황 관리(침해 사고 식별 및 각종 대응책 이행 등)에 초점을 두고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컨트롤러 규모, 처리 활동의 유형, 최신 대응
트렌드, 사이버 보안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할 것
• 신속한 침해 대응을 위해, 업무 주요 단계마다 수행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면면을
‘책임성 원칙’과 ‘설계 및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개념을 토대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핸드북을 미리 준비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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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침해 예시
▶ EDPB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총 18건)를
가상으로 제시하면서 그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위험 수준, 피해 경감책, 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를 설명
• 여기에 등장하는 예시들은 EU 감독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접한 전형적인 침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
• 개별 분석 결과는 오직 해당 예시에 설정된 상황만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이 상이한 실제 침해 사례에서는 그와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
• 본고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예시 중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독기구와
정보주체 양쪽 모두에게 통지해야 할 경우 ▲감독기구에만 통지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를 각각 하나씩 소개

▶ (예시 1) 랜섬웨어 공격에 노출됐으나 통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

어느 소규모 제조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에 노출됐으나 ▲시스템 내 데이터가 이미
최신 기술로 암호화돼 있었고 ▲해독키도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자는 오직
암호화된 개인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었음. 또한 ▲회사 이메일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시스템 중 어느 것도 그 공격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회사 밖으로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추적 가능한 로그 기록과 이미 적용돼 있던 멀웨어 탐지 시스템의 데이터를 외부
전문 업체와 공동 분석한 결과상으로도 실질적인 데이터 탈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영향을 받은 고객/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조차 미리 준비돼 있던 전자적
포맷의 백업으로 불과 몇 시간 만에 복구돼 결과적으로 컨트롤러의 일상적 활동(임금
지불, 고객 응대 등)에는 아무런 지장도 초래되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은 악성코드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뒤 해독키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가용성 침해로 분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밀성 침해도 동반함
-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는 적절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조치(최신
패치, 멀웨어 탐지 시스템, 직원 교육 등)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며, 별도의
백업이 있다면 설령 공격에 노출되더라도 가용성 침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멀웨어는 이미 잘 알려진 취약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신 패치 설치는
특히 유효한 예방책으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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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 공격에 노출됐다면, 컨트롤러는 침해 조사 및 악성 코드 유형 확인을 통해
해당 공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를 파악해야 하며, 시스템 로그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데이터 탈취가 이루어졌을 개연성 등도 검토해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공격자가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암호화된 정보뿐이므로 설령
일부 데이터를 가져갔다 해도 이를 읽거나 활용할 수는 없음
• 또한 백업 덕분에 가용성 침해에 따른 영향(시스템 리셋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손실로 인한 서비스 차질이나 임금 지급 지연 등) 또한 경감될 수 있었음
• 따라서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와 관할 감독기구 어느 쪽에도 그 사건에 관해 통지할 필요가 없음
▶ (예시 2) 데이터 탈취 공격에 노출돼 감독기구 및 정보주체로의 통지 의무 발생
어느 인력 중개업체가 웹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는 사이버 공격을 당해 웹서버에
저장돼 있던 온라인 구직 신청서들이 무단 접근에 노출됐음. 이 침해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구직 신청서는 총 213건이며, 데이터 분석 결과 구직자들의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해당 공격에 사용된 멀웨어 툴킷은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를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며
공격자의 데이터 탈취 기록을 삭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음. 툴킷은 설치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 발견됨.

• 데이터 탈취는 공격자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데이터에 무단 접근한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공격과 일면 유사하나, 대개는 데이터의 몸값이 아닌 개인정보
자체의 탈취 및 악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데이터 탈취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민감정보 암호화,
애플리케이션 보안성 강화 등을 병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 가능
- 또한 IT 보안 검사, 취약점 검토, 침투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점을 사전
발견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
- 데이터 탈취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면, 컨트롤러는 우선 공격의 유형과
방법부터 확인해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구직 신청서에 기재된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고 그 데이터는 스팸 전송, IT 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음
- 또한 공격에 동원된 툴킷은 데이터의 기밀성뿐만 아니라 무결성까지 침해할 수 있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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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수준의

위험이

초래된

사안에

해당하므로 컨트롤러는 관할 감독기구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통지를
이행해야 함
▶ (예시 3) 우편물 포장 실수로 인해 감독기구로의 통지 의무 발생
어느 보험회사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안내 자료를 발송하던
과정에서 기계 오류로 인해 가입자 A의 봉투에 다른 가입자 B의 자료까지 동봉했음.
해당 문서에는 가입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등록번호, 현재 보험료 및
차기연도 보험료, 대략적인 연간 주행거리 등이 기재돼 있었고(단, 건강정보, 결제정보,
재정 관련 데이터는 미포함), 우편물을 수령한 A는 자신의 자료와 함께 B의 자료도
보게 됐음.
• 이 같은 배송 실수는 우편물 대량 발송을 위해 자동 포장기를 사용하는 업장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나, 컨트롤러는 지속적인 기계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실수의 발생 빈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생년월일과 더불어 차량 등록번호와 보험료 할증 내역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엉뚱한 사람에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수준은 중간급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므로, 대개의
경우 컨트롤러는 관할 감독기구에만 침해 사실을 통보하면 됨
- 단, 가입자 B에게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비용은 당연히 컨트롤러 측에서 부담해야
하며, 가입자 A에게는 B의 개인정보를 악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통지해야 함(잘못
배송된 서류는 대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취인이 그 문서를
SNS에 게재하거나 문서 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는 상황도 발생함)

4. 마치며
▶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유무 및 통지 대상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침해 유형이 같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초래되는
위험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
• 예를 들어 상기의 랜섬웨어 예시는 ‘공격자가 오직 암호화된 개인정보에만 접근
가능했고, 미리 준비된 백업 데이터 덕분에 가용성 침해에 따른 영향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만약 그 백업 데이터가 디지털 포맷이 아닌 물리적 포맷(종이
서류)이었다면 이 변인 하나만으로도 통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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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서류의 내용을 사람이 일일이 다시 옮겨 넣어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초래되는 위험(배송 지연, 임금 체불 등)도 커지기 때문
- 따라서, 만약 어느 대중교통 업체의 서버가 랜섬웨어 공격에 노출돼 직원 및 이용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결제정보 및 ID카드 번호)가 공격자에 의해 암호화 및 탈취됐고
백업 데이터마저 공격자에 의해 암호화됐다면 당연히 감독기구와 더불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도 발생함
• 데이터 탈취 공격에 의한 침해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보주체에 미치는 위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어느 회사의 고객 연락처 정보가 담당 직원에 의해
탈취됐으나 해당 직원은 퇴직 후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만 이를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그 침해로 인해 정보주체에 초래되는 위험은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에
노출’되는 정도에 그침
- 따라서 이 경우라면 컨트롤러는 관할 감독기구에만 침해 발생 사실을 통지하면
되지만, 사업적 관점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역시 자발적으로 병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음(그러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전 직원 측으로부터 침해 발생 사실을 듣게 됨)
• 아울러 EDPB는 ‘GDPR 제33조제5항에 따른 문서화 의무는 통지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매 사례마다 언급
- 이때 컨트롤러는 침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도 모색해야 함

Reference
1. EDPB, "Guidelines 01/2021 on Examples regarding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Adopted on 14 December 2021 Version 2.0", 2022.1.3.
2. Article 29 Working Party, "Guidelines on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under
Regulation 2016/679",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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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B, EU 집행위의 데이터 법안 관련 성명 발표

[ 목 차 ]

1. 개요

2. EDPB가 지적하는 EU 데이터 법안들의 문제점

3. 향후 데이터 관련 법안 개발 시 유의사항

1. 개요
▶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데이터 관련 법안들에 대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21.11.18.)
• EC는 유럽 디지털·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 말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데이터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DGA), 인공지능규정(Regulation on a European approach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R) 등 다수의 데이터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조만간 또 하나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
• 이들 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 및 공유를 촉진하고, 빅테이터나 AI 같은 유망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며, 게이트키퍼 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행태를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상기 법안 각각은 어떤 식으로든 사실상 개인정보 관련 분야를 규제하는
내용이며, 이런 법안들이 나란히 법제화된다면 결과적으로 EU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지형에 큰 영향이 초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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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_ EC 데이터 관련 법안들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DSA는 이용자 기본권 보호, 온라인 불법 콘텐츠 통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 DSA 적용 대상은 ▲중개 서비스(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서비스), ▲
호스팅 서비스(클라우드, 웹호스팅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공유경제 플랫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판매자와 소비사를 연결하는 서비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EU 역내에 4,500만 명 이상의 월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로 나뉨

디지털서비스법
(DSA)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특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위험 평가를 최소
연 1회 이행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위험 경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연 1회 이상의 감사도 받아야 함
-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에 관해 유의미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러 개의 추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 스스로 그 조건을 선택 및 변경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함(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 내용, 광고주, 노출 내역
등도 공개 필요)
DMA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게이트
키퍼(gatekeeper)'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반독점 의무를 부과
- 게이트키퍼 사업자란 EU 역내에 4,500만 명 이상의 월이용자를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기업가치를 최근 3년 이상 유지한 코어

디지털시장법
(DMA)

플랫폼 서비스(온라인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서비스,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를 지칭
- 해당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할 수 없으며 ▲제3자 서비스에
상호운용성 지원, ▲기업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그 당사자와 공유, ▲자사 플랫폼에서의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광고주 및 퍼블리셔에게 제공 등 일련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DGA는 데이터 중개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EU 전체에 걸쳐 다양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둠

데이터거버넌스법
(DGA)

- 이를 위해 DGA는 ▲공공데이터의 재이용 조건,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providers of data sharing services)’의 신고 및 감독 체계, ▲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data altruism organisations)’의 등록 요건 등을 규정
- 데이터 이타주의란 정보주체가 공익을 위해 보상 없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거나 기타 데이터 보유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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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것을 의미하며, 해당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이어야 함
AIR는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용인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낮은
위험으로 나누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
- 고위험 AI 영역에는 ▲생체 인식 및 분류 ▲공공 인프라 ▲교육 및

인공지능규정
(AIR)

직업훈련 ▲고용 ▲공공 서비스 및 필수 개인 서비스 ▲법 집행 ▲
이주 및 망명 등이 포함됨
-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자는 잠재적 위험의 추정·평가, 시판 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발생 가능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시스템 구현, 학습·
검증·시험 데이터셋에 대한 품질 기준 및 적절한 거버넌스 관리 준수
등 일련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이에 EDPB와 EDPS는 동 법안들을 EU의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미 다수의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
- EDPB와 EDPS는 DGA와 AIR에 관한 공동 의견을 발표했고, EDPS는 유럽 데이터전략,
DMA, DSA에 관해서도 의견을 낸 바 있음
• 그러나 해당 권고사항 중 다수는 여전히 EU 입법기구들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EDPB는 동 성명을 통해 ➀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장치 부재, ➁감독체계 분화, ③법의 비일관성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우려 사항을 지적
- 이 같은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않은 채 법안들을 법제화할 경우,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법적 불확실성 가중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EU 법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게 EDPB의 입장

2. EDPB가 지적하는 EU 데이터 법안들의 문제점
▶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장치 부재) EU 집행위의 데이터 관련
법안들은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해야

할

것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권리·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정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을 내재
• 예를 들어 AIR는 ‘법으로 금지된 차별 근거(인종, 성별, 정치 성향, 성적 지향 등)를
기준으로

개인을

분류하는

생체인식(안면인식

등)

AI

시스템’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AI 시스템’, 혹은 ‘EU의 본질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AI
시스템’에 대해서도 활용 여지를 열어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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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행위는 EU 역내 어디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AIR에는
그 같은 금지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함
- 또한 자연인의 감정을 추론하는 AI를 활용하는 행위 역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해당 AI는 의료나 연구 등으로 활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그렇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정 규칙, 조건, 제한이 적용돼야 함
- 같은 맥락에서, AIR에는 ‘개인의 특징(얼굴, 걸음걸이, DNA, 지문, 타이핑 습관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시스템은 어떤 용도로든 공공장소에 활용돼선 안 된다’는 금지
규정도 명문화돼야 함
- 한편, AIR은 특정 상황의 법집행 목적에 한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을
활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종류의 AI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같은 위험은 EU 의회의 결의안1)에서도 부각된
바 있음
• DSA는 기존의 온라인 타겟 광고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내역을 추적하지 않는 대안적(덜 침해적인) 광고 기법의 확산을
유도해야 함
- 아울러 EU 입법기구들은 어린이 대상 프로파일링의 전면 금지와 더불어 개인정보
추적 기반의 기존 타겟광고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또한 DSA와 DMA 양쪽 모두에 투명성 요건을 도입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음
▶ (감독체계 분화) EU 집행위의 데이터 관련 법안 각각은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구들 사이의 역내 협력 구조(European Board)를 신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EU 역내의 개인정보 감독 체계가 여러 갈래로 분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
• 해당 법안들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영역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주 관할 당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설 감독기구
및

그

협의체(각각의

European

Boards)’와

‘기존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그

협의체(EDPB)’ 사이의 협업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음
- 이런 법안들이 법제화되면 ‘감독기구들의 권한이 서로 겹치는 영역’이 발생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놓고 감독기구간 상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집행
측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1)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6 October 2021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iminal law and its use
by the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in criminal matters (2020/2016(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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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복수의 감독체계가 상호 협력 구조조차 없이 병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다수의 감독기구가 단일 사업자의 특정 처리 행위를 동시
감독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EDPB는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6조제2항과 EU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및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의 감독 권한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위임돼야 함’을 강조
• 예를 들어 DSA 법안은 메이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 추천 시스템과 위험
평가·경감 조치를 감독할 권한을 관할 기구에 부여하면서도 정작 그 기구에게 기존
개인정보 감독기구나 EDPB와의 공식 협의·협업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DSA가 이대로 법제화된다면 동일 사안을 놓고도 감독기구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지침이나 결정을 낼 위험이 발생함
• DGA 법안은 ‘데이터 중개 서비스(data intermediary services)’나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data altruism organisations)’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대량 처리)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들에 대한 관할 감독기구의 단기
검증 절차 외에 별다른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음
• AIR 법안의 경우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인증 체계나 행동강령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런 인증 기준이나 강령이 기존 GDPR 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즉, AIR 체제 하에서 제품 출시나 서비스 적용 관련 인증을 받은 AI 시스템이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 가능
- 또한 AIR는 비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자들의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니터링 제도에 관해서도 아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한편, DMA 법안은 GDPR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이동권 및 접근권 관련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감독기구간 협의/협력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EDPB는 상기 법안 각각에 기존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관련 감독기구의 범주에
포함시켜 감독기구간 협력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
- 개별 법안에는 그 같은 협력이 의무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상황과 더불어 감독기구간
정보 교류(효율적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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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개별 법안은 관할 감독기구들이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안의 정보를 확보했을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도 공유(요청에 응하는
방식이든 자발적 제공이든)하게끔 규정해야 함
-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에는 이 같은 신설 감독기구들과의 협력 업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자원이 배정돼야 함
▶ (법적 비일관성, 혹은 모호성) 데이터 관련 법안 모두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활동이나 기술을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안에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온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

게다가

법안

일부

조문은

GDPR

혹은

e프라이버시지침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용어가 GDPR 혹은 e프라이버시지침에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일부 조항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위험을 내재
- 이에 EDPB는 각각의 법안에 ‘이 법의 어떠한 조문도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관련된 어떤 사안에든 GDPR 등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예를 들어, DSA는 ‘이용자 프로파일링을 수반하지 않는 콘텐츠 추천 기법을 적어도
하나는 선택지로 제공할 것’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그런 추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에 기반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DGA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재활용에 관해 명확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
- 또한 AIR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편향성 탐지 및 교정 목적으로는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가 특별범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단, 추가적인 보호조치는 필요)’고 규정
• 의미에 (부분적으로라도) 차이가 있지만 형태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 역시
개별 법안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DMA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와

intermediation services)가 그런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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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DGA는 개별 조문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개인정보, 비개인정보, 혹은 양쪽 모두)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명확치 않고,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가 섞인 혼합 데이터의
처리에는 GDPR이 적용된다는 점 또한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음
- 이 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DGA 텍스트만으로는 기존 개인정보 법제의 사안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GDPR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특정 처리에 필요한지 여부 등을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3. 향후 데이터 관련 법안 개발 시 유의사항
▶ 향후의 데이터 관련 법안들은 상기의 문제 요인들이 처음부터 해소된 상태로
발의돼야 한다는 것이 EDPB와 EDPS의 입장
• 즉, 해당 법안들은 ‘이 법의 어떠한 조문도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관련된
어떤 사안에든 개인정보 법규가 우선 적용됨을 밝혀야 함
• 아울러 그 법안들은 각각의 성격에 맞는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처음부터
규정함으로써 특별 범주 개인정보 등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의 여지를 차단해야 함
- 해당 조항들은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일체의 준수를 강제하는 내용이어야 함
- 즉, 개별 법안은 처리 가능 데이터의 유형, 처리 목적, 관련 정보주체, 공유 대상, 저장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특히 과학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적법성, 책임성, 윤리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다량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
의무사항 등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IoT 등 사물 연결 분야에 대해서는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 보호
차원에서 ‘설계 및 기본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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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U 법무관, 정보 주체 위임 없는 소비자단체의
대리 제소 관련 의견서 발표

[ 목 차 ]

1. 배경
(1) 독일소비자단체연맹의 페이스북 아일랜드 제소
(2) 독일연방대법원, 독일소비자단체연맹과 페이스북의 소송에 대해 CJEU에 판결 요청

2. 소송 쟁점 관련 법규 및 CJEU 법무관의 의견
(1) 법무관 의견서 내용 개요
(2) 관련 GDPR 내용
(3) 관련 독일법규 내용
(4) 소송 쟁점에 대한 CJEU 법무관의 법규 해석

3. 마치며

1. 배경
(1) 독일소비자단체연맹의 페이스북 아일랜드 제소
▶ 2013년 4월, 독일소비자단체연맹2)(이하 VZBV)은 페이스북 아일랜드(Facebook Ireland
Ltd.)3)가 개인정보 보호, 불공정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 아일랜드에 대해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 내 관련 서비스
금지를 법원에 요청

2)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e.V.(VZBV, 英 Federation of German Consumer Organisations):
2000년 11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독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체들의 연맹으로 16개 소비자센터, 26개 소비자
보호협회, 9명의 후원 회원으로 구성
3) 미국계 기업 페이스북(Facebook Inc., 2021년 10월 28일 이후 현 Meta Platforms, Inc.로 사명 변경)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 사업 외의 타 지역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지주회사 페이스북 아일랜드(Facebook
Ireland Limited)를 통해 사업을 했음.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미국 국세청이 2020년 2월 조세 회피 소송을 건 이후
같은 해 12월 폐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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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 대상인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독일 지역에서 인터넷 주소 www.facebook.de를
통해 소셜 미디어 인터넷 플랫폼 Facebook을 운영
•

www.facebook.de

내에는

'App-Zentrum'('App

Center')이라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영역에서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제3자(third party)가 서비스하는 무료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
•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이용자가 특정 게임을 이용하고자 할 때 'Sofort Spielen'('Play Now'
또는 ‘Play Game’) 버튼을 클릭하도록 했으며, 해당 버튼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
위의 “Sofort spielen”을 클릭하면 이 앱은 다음 사항을 얻게 됩니다.
-

당신의
당신의
당신에
당신의

기본 정보
이메일 주소
대해
활동 상태

이 앱은 당신의 점수 등을 포함한 정보를 당신을 대신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게임 앱을 사용한다면 상기 메모와 함께
제공되는 링크로 연결된 앱의 일반 이용 약관(Terms of Service)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Privacy Policy)에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배치

그림 _ (참고) 페이스북 앱 센터 내 게임 앱의 ‘Play Game’ 화면 예시

출처 : Mail Online, Facebook launches new-look App Center for the UK which allows you to run programs on
yor PC or install them on your mobile, 2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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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스크래블(Scrabble) 게임 앱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앱에 이용자의 상태,
사진 및 기타 정보를 이용자를 대신해 게시할 권한이 있다는 문구를 명시
※ VZBV는 스크래블 앱의 게시 권한 문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페이스북은 앱 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 “Sofort Spiele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 및
전송을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
• 그러나 VZBV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Sofort Spielen” 버튼을 클릭한 이후,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활용*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으므로 페이스북이 정보주체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4)
* 이용자는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광고성 메일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이용한 음란물
게임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담벼락에
게시될 수도 있음

• 특히 동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청소년층이 게임 앱을 사용하는 다수인
상황에서 이는 더욱 큰 문제
• 독일 연방의 불공정경쟁방지법(UWG), 텔레미디어법(TMG), 개인정보보호법(BDSG)
등의 법률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의식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이에 VZBV는 페이스북의 불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포괄적인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 획득은 위법하다고 법원에 제소하고 관련 서비스 금지를 요청(‘13.4.30.)
• 동 소송에 대해 VZBV는 페이스북 아일랜드에 대해 1심인 베를린 지방법원(LG Berlin,
‘14.10.28.)과 항소법원인 베를린 고등법원(Kammergericht, KG, ‘17.9.22.)에서 각각 승소

(2) 독일연방대법원, 독일소비자단체연맹과 페이스북의 소송에 대해 CJEU에
판결 요청
▶ 3심인 독일연방대법원(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BGH)은 동 소송과 관련해
GDPR 발효5)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제소에 대해
VZBV의 원고 자격을 인정했으나,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VZBV가 GDPR 위반을
제소할 원고 자격이 없다는 페이스북 아일랜드의 의견을 받아 판결을 보류
4) 베를린 지방법원은 VZBV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이는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제5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관행)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UWG 제 5조: https://www.gesetze-im-internet.de/uwg_2004/__5.html
5) 2016년 4월 27일 제정되어 2년 후인 2018년 5월 25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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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 발효 이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연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지침(DIRECTIVE 95/46/EC)6)’이
국내법에

의거한

소비자보호단체의

대리

소송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Fashion ID
판결7)에 따라 동 소송에서도 VZBV의 원고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
• 그러나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GDPR 법제 하에서는 동법 제4조제1항 정보주체의
정의와 제77조 감독기구의 민원제기권, 제78조 감독기구의 사법구제권, 제80조
정보주체의 대리 조항을 들어 정보주체와 정부 감독기구만이 GDPR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GDPR 발효 이후 시기에 대해 정보주체가
위임하지 않은 VZBV의 원고 자격을 문제 삼음
페이스북이 VZBV의 원고 자격을 문제 삼는 이유

▶ 페이스북은 GDPR 법제 체제 하의 원스톱숍 메커니즘8) 제도를 적용받고자 함
• 페이스북은 동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송의 원고가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GDPR에 의거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제소할 경우,
해당 소송은 원스톱숍 메커니즘에 따라 페이스북 아일랜드의 소재지인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DPC)가 진행하게 됨
•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들의 EU 내 조세회피 국가로서 DPC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법적 조치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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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은 1995년 10월 24일 제정되어 EU 회원국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근간을 제공했으며, 2018년 5월 25일 GDPR(Regulation (EU) 2016/679) 발효와 동시에 폐기됨
7) (Case C-40/17) Judgment of the Court (Second Chamber) of 29 July 2019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 — Germany) — Fashion ID GmbH & Co. KG v Verbraucherzentrale NRW eV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767C571CC6E1313D93A34F58D419E85A?t
ext=&docid=218050&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2575457
8) one stop shop (mechanism): EU 역내 여러 국가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EU 각 회원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주 사업장 (main establishment)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기관(one stop
shop), 즉 주 감독기관(lead supervisory authority)의 감독만 받으면 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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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대법원은 GDPR 제80조 (개인정보주체의 대리) 관련 사항 등의 적용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CJEU에 의견 요청(‘20.5.28.)
표 _ CJEU 법무관 의견서 발표 관련 주요 사건 경과
일시

주요 내용
-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 동년 7월 출시된 Facebook App-Zentrum

2012.08.17.

(英 App Center)이 독일 공정경쟁 및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
했다며 페이스북 아일랜드에 경고 서한 발송(9월 4일까지 사이트 수정 요청)

2012.11.26.

2013.04.30.

2013.09.09.

2014.10.28.

-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 페이스북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 App-Zentrum
내 불법적 서비스 분석 및 자료 확보
-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 페이스북 아일랜드 상대로 독일 베를린 지방
법원(LG Berlin)에 제소
-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LG Berlin), 페이스북의 궐석재판9)에서 독일소비자
단체연맹(VZBV)에 승소 판결
-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LG Berlin), 페이스북의 이의신청에 대해 독일소비자
단체연맹(VZBV)의 승소 확인(1심 승소 확정)
-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KG), 페이스북 아일랜드의 항소 기각

2017.09.22.

- Facebook Germany를 페이스북 아일랜드의 자회사로 간주하여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
- 독일연방대법원(BGH), 유사 사례로 동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19.04.11.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Fashion ID 재판에 대한 CJEU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페이스북에 대한 위반 판단을 중단한다고 결정
- 독일연방대법원(BGH),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가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UWG)과 소비자보호법(UklaG) 위반으로
페이스북 아일랜드를 제소한 것에 대해 원고 자격을 인정

2020.05.28.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GDPR 발효 이후 정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아닌 소비자 단체가 정보 주체의 위임 없이 대리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견 요청
2021.12.02.
-

- CJEU 법무관, 독일연방대법원 요청에 대해 의견서 발표
- 동 사건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과 CJEU는 최종 판결을 준비 중으로
2022년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출처 : 넥스텔리전스 정리
9) 궐석재판(闕席裁判, 獨 Versäumnisurteil):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없이 하는 재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한다면 피고가 참여한 상태에서 새 재판을 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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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쟁점 관련 법규 및 CJEU 법무관의 의견
(1) 법무관 의견서 내용 개요
▶ CJEU는 VZBV와 페이스북 아일랜드의 법적 소송 관련, 리차드 드 라 투르(Richard de
la Tour) 법무관(Advocate General, AG)10)이 작성한 의견서11)를 발표(‘21.12.2.)
▶ 리차드 법무관은 의견서에서 BGH이 GDPR의 제80조(정보주체의 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 제소를 허용하는 독일 국내 법률을
배제하지 않도록 GDPR의 제80조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 단, 대리자(본 소송에서는 VZBV)의 제소는 해당 법률이 직접 부여한 정보주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로 한정
▶ 또한 정보주체의 요청이 없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특정 기관이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자로서 법적 조치(소송)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 단, 정보주체에게 주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해당 법률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

(2) 관련 GDPR 내용
▶ GDPR 제80조는 '정보주체의 대리(Representation of data subjects)'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
• (제1항) 정보주체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적절히 구성되고 법적 목표가 공익에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구, 조직 또는 협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제77조, 제78조 및 제79조에 명시된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회원국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10)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를 구성하는 주요 고위직. 임명 기준은 CJEU 판사와 같이 국가 최고법원에 근무할 자격
을 보유했거나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받아야 함. 판사의 판결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새로운 법률 적용 등
에 있어서 판결 이전에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이들릐 의견은 대개 실제 판결의 약 80%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
남. 2022년 2월 현재 6년 임기의 11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리더(First Advocate General)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
11) OPINION OF ADVOCATE GENERAL, RICHARD DE LA TOUR delivered on 2 December 2021 (Case C-319/20) Facebook
Ireland Limited
v.
Bundesverband
der
Verbraucherzentralen
und
Verbraucherverbände –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e.V.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50421&pageIndex=0&doclang=EN&m
ode=lst&dir=&occ=first&part=1&cid=257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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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에 명시된 보상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를 보유해야 함
• (제2항) 회원국은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로 본 규정에 의거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80조제1항에

명시된

기구,

조직

또는

협회가

정보주체의 권한과 관계없이 자국에서 제77조에 따른 관할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제78조 및 제79조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 GDPR 제77조: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 GDPR 제78조; 감독기구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 GDPR 제79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3) 관련 독일법규 내용
▶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은 다음
사항을 규정
• (제3조제1항) 불공정한 상업적 행위를 금지함
• (제3조a) 자연인이 시장 참가자의 이익을 위해 시장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위반하고 그 침해가 소비자나 시장 참가자 또는 경쟁자의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
• (제8조제1항) 불법적인 상업 관행은 중지 및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재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불법행위의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
• (제8조제3항)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자격은 「소비자권리 및 기타 위반에 대한
부작위소송법」12)(Unterlassungsklagengesetz, 이하 UKlaG)의 제4조에 따라 적격 법인 목록
또는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 명령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13)의
제4조제3항에 언급된 EU집행위원회 목록에 등록된 적격 법인으로 규정함

▶ UKlaG 제2조 (소비자보호 규정 침해 행위에 대한 청구)는 다음 사항을 규율
• (동법 제1조에서 언급한 효력이 없는) 일반 이용약관을 사용하거나 법적 거래를 위해
이를 권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소비자보호법)14)을 위반한 자에
12)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Unterlassungsklagengesetz,
UKlaG), 불공정한 일반 이용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 불공정한 일반 거래 약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송이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집단 소송을 허용하는 독립
민사 소송법. 2001년 11월 26일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
13) Directive 2009/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Codified version) Text with EEA relevanc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9L0022
14) 독일에는 일반법으로서의 ‘소비자보호법’이 없음. 이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무수히 많은 법적 영역에 걸쳐 있으며,
폭넓은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주제가 중복되기 때문임. 대신 다양한 법에서 소비자 보호를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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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적인 사용 중지나 향후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이때 "소비자보호"란 광고, 시장이나 여론 조사, 정보기관의 사용, 특성이나 이용
프로파일 설정, 기타 개인정보 사업이나 유사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a)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b)
소비자와 관련하여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사용에 대해 적법성을
정의하는 규칙을 의미
▶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UKlaG의 제3조제1항15)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
• UKlaG 제2조제2항은 기업이 광고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사용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항에도 적용됨
• UKlaG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들은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제307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일반 이용약관의 사용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07.2.26.) 제13조제1항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규정16)
•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처리의 범위와 목적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 이용 개시 이후에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사용을
준비하는 자동화된 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시작할 때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해당 정보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어야 함

(4) 소송 쟁점에 대한 CJEU 법무관의 법규 해석
▶ (소송 쟁점) BGH은 GDPR(특히 제80조제2항)이 부당한 상업행위의 금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또는 효력이 없는 일반 이용약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협회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기를 원함
https://www.anwalt.org/verbraucherschutz/
15) 일반 약정에 대한 소비자 대리 소송에 대하여 동법 제4조와 EU지침(Directive 2009/22/EC)에 따른 목록에 등재된
적격기관의 자격 적법성에 관한 조문
16) VZBV와 페이스북 아일랜드의 소송에서 독일 「텔레미디어법」의 동 조문 위반 관련 사항은 GDPR에서 규율하고 있어
본 소송의 3심인 독일연방대법원 단계(2019~2022년 현재 진행 중)에서는 「텔레미디어법」 관련 사항이 아닌
GDPR 관련 위반 여부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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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이며,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당 규정의 조항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해당 규정의 제77조(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에 따라 감독
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와 제78조(감독기구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에 따라
감독기구에 대해 효과적인 사법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유함
• 정보주체는 제79조(컨트롤러나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효과적인 사법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유함
▶ GDPR은 정보주체가 감독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제80조(개인정보주체의 대리)는 특정 조건에서 이러한
정보주체가 비영리 단체, 조직 또는 협회가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
• EU 법률은 개인의 소송 제기와 더불어 정보주체를 대리하도록 위임된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고 있음
▶ GDPR 제80조제2항에 따라 제80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기관, 조직 또는 협회에서
대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80조제1항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된 비영리 단체, 조직
또는 협회는 공익에 부합하는 법적 목적을 갖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보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80조제1항 규정은 개인정보보호가 유일하고 배타적인 목적인 기관으로 제한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장될 수 있음
• 제80조제1항 규정은 독일 연방과 같은 소비자 보호 협회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의
조항을 훼손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칙 또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규칙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GDPR 제80조제2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로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80조제1항의 규정에서 명시한 조직은 대리자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회원국이 소비자 보호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는 경우 고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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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의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설정한다는 목표에
특히 적합함
•

소비자

보호

협회가

제기한

금지

요청은

GDPR에

의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함
▶

미국

법률의

입장과

달리

EU의

법률은

불공정한

상업행위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발전하여 두 영역은 서로 다른 규제 체계의
대상으로 작용했지만, 두 영역 사이에는 다소간의 상호작용이 있음
• 두 영역간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틀에 속하는 조치가
동시에 간접적으로 불공정한 상업 관행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동일한 행위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법적 규칙에 의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보호법, 경쟁법 간의 상호작용은 빈번히
발생하며,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GDPR에 규정된 권리의 수혜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자연인 보호라는
소비자주의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범주에 국한되지 않음
• GDPR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EU 기본권 헌장 제8조 등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근거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정보주체가 소비자의 능력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DPR의 조항을 위반하는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규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분석에 따라, 금지 명령 구제를 얻기 위해 GDPR 제80조제2항에 규정한
대리자 소송과 소비자 집단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Directive 2020/1828)에
규정된 대리자 소송이 중복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해당 규정들에 따라 '소비자'의 자격도 동시에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소비자보호법 및 경쟁법과 같은 다른 법률 영역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간주되어야 함
• EU 입법부는 GDPR 준수와 소비자의 집단 이익 보호를 명시적으로 연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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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 CJEU 법무관은 고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는 목적 하에 GDPR이 독일 국내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 CJEU 법무관의 의견은 실제 CJEU 판사의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17)

• 법무관이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CJEU의 판사는 본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감
• CJEU 판사가 법무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경우, VZBV는 GDPR 발효 이후
시기에 대해서도 독일 시민 개인(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독일 국내법에
의거해 원고로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제소할 수 있게 됨
• 해당 소송에서 VZBV가 최종 승소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소비자
단체가 정보 주체의 위임이 없더라도 자국 국내법에 의거해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원고로서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임

17) InfoLawGroup, ‘Model Contracts and Privacy Shield: Why the AG Opinion in Schrems II Suggests that
Belt and Braces Is a Good Strategy for Data Transfers from the EU’, 2019.12.27.
“In some 80% of cases, the CJEU follows the AG’s opinion, and the Court might quickly adopt a
decision aligned with the AG opinion in Schrems II and move on to address the Privacy Shield
challenge, but this is not as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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