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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 소관부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류 등의 정보 유통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3.10.2)

1

□ 소관부처

: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10.30)

2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현행법상으로는

:

미래창조과학부

□ 제안이유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
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
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
로도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

,

정보통신망에 마약류나 위조통화 또는 폭발물 등의 제조방

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법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실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실정임.

□ 주요내용
○ 이에 마약류

,

□ 주요내용
○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
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위조통화, 폭발물 및 총포의 제조기법이나 제조방법에 해당하

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및 제74조제1
항제3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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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3

정부,

(

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국회제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2013.10.16)

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소관부처

:

○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 등 안 제

미래창조과학부

(

□ 제안이유
○ 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
라우드컴퓨팅(Cloud

조 및 제14조)

1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

-

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서비스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한정하도록 함.

Computing)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안 제 조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전산시설 등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

□ 주요내용
○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 조
(

-

정부는

4

이용하여 갖춘 때에는 해당 전산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산시설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성능기준 등의 권고 안 제
(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

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성능과 그 적정수준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안 제
(

안 제6조 및 제7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

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

1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그 참여자에 대한 출연 또는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 조
(

-

조)

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

17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도록 함.

○

)

-

년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5

15

9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나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
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서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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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알리도록 함.
-

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

□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여금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

·

·

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의무화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 마비되는 사고
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있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법률 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

○ 이용자 정보의 보호 안 제
(

호,

11814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

됨에 따라,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기관 및 내용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
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법률
,

,

조 및 제27조)

21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ㆍ

게 이전 관리되고 여러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
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함.
-

(2013.11.23)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

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등의 공개를 권고할 수

-

:

일부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기관 및 내용 등 제
(

-

조의2 신설)

11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종료

는 대상기관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정

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

하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되, 계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

조직 등 운영 현황, 직전 사업연도의 추진실적과 예산 및 해당 사업연도의

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추진계획과 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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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
(

-

11

조의5 신설)

II

해외 입법 동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

기관에 의뢰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

취약점 분석 평가는 사업연도마다

·

입법 동향

1.

회 이상 하도록 하되, 전자금융기반시설

1

유럽의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regulation) 및

이 교란 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1

지침(D irective)’ 합의안 채택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함.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제
(

-

조의6 신설)

11

·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 마비되는 등의 사고에

·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 관리하는 침해사

(2013.10.21)

□ 개관
○ 유럽의회 의원

(Members

년

고 대책본부의 운영,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침해

ctive)

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
안취약점 통보 등을 정하고,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

-

월

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이하

들은

“MEP”)

2013

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regulation) 및 지침(dire

21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안은

EU

집행위원회가

년

2013

1

월 제출한 최초 규정안에 대해서

제기된 약 4천개가 넘는 의견들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이다.

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

○ 이번 합의안은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각종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는 명시적 동의요건, 삭제할 권리,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동시에 비유럽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을 방지하는 보
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MEP(Meme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의원)
- 5년마다 EU의 투표권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EU 시민을 대표함
- 의회는 유럽연합이사회(Council)와 함께 EU의 주요 법제기관 중 하나임
- 유럽의회는 세 개의 주요 권한을 보유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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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초안들은 시민 자유 가족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이 제안한 초안을 기
초로 이루어졌고. 제안자의 초안에 대한 18개월의 강도 높은 협상과 강력한 로비를 거치면서 사천여 개의
수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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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권한 : 이사회와 함께 유럽연합 법을 토론 후 통과
- 감독 통제권 : 다른 EU 기관들(그 중에서 특히 집행위원회)을 면밀히 살피고 민주적으

구 분

로 운영되는지 확인

- 제3국이 회사(예: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사업자)에

- 예산권 : 이사회와 함께 EU의 예산에 대해 토론 후 채택

□ 배경 및 경과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비유럽연합 국가에
데이터 전송
(data transfers to
non-EU countries)

EU

전체에 적용된 정보보호지침(95/46/EC)은

EU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규정이 필

제재
(Sanctions)

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

현행 정보보호 지침(directive)은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이전인

년

1995

삭제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errasure)

는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야기되는 문제들을 고려하 고 있다.

(

-

규정

)

지침

2)

있음.
- 여기서의 동의는 진술 또는 명백한 적극적 행동에 의한 것으로
서 자신의 동의의지에 대한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명시적인 표
현을 의미함.
- 개인정보주체는 동의를 한 후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이번 정보보호 합의안은 ‘규정’과 ‘지침’으로 구성된다.
:

EU

:

- 업무 능력, 경제적 상황, 위치, 건강 또는 성격을 분석하거나 예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절차를 모두 다루며 공공 및

형사범죄를 예방, 수사 또는 기소하거나 형사처벌(법집행)

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규율한다.

○

명시적 동의

및 지침(D irective) 주요내용

(Regulation)

(Directive)

할 권리를 가짐.
- 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가 정보관리자(data cont
roller)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회사는 당해 정보

체로부터 명확한 허락을 얻은 후에만 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Explicit consent)

민간 부문 모두를 규율한다.
-

- 동 법의 규정을 어기는 회사들은 1억 유로 또는 당사의 전 세
계 연간 매출액의 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게 됨.2)

- 정보의 처리가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 기관 또는 회사는 정보주

정보기술, 세계화 및 법집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는 경향에 의해

(R egulation)

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또한 요청받은 회사는 그 개인정보 주체에게 그러한 요청을 받

가 복사된 곳에도 그 요청을 전달하여야 함.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기존의 정보보호지침의 원칙을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 규정
○ 체계 및 구성

청을 받은 회사는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국가의 정보보호 당국

-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동 법은 현재의 인터넷 이용의 형태를 규율하기에

-

EU 내에서 처리된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요

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1995

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변화된 상황에 적용되기 어려웠고 회원국마다
각기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 용

측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수집(프로파일링)에 제한을 둠.
정보수집
(profiling)

- 프로파일링은 법에서 규정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 프로파일링은 자동처리에만 근거할 수 없으며, 차별 취급으로
이어질 수 없음. 또한, 당사자는 모든 프로파일링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짐.

주요 내용) 채택된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합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U 집행위원회안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백만 유로 또는 업체의 연간 수입의 2%로 행정적 제재
과태료)를 가하고 있었는데, 합의안은 이보다 훨씬 많은 최대 1억 유로 또는 연간 수입의 5%까지 행정 제
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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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기업뿐

(

만 아니라, 한 해에

※ 정보접근권과 정보취득권(제15조)3)

명 이상의 고객이 등록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5,000

-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되는 경우 정보관리자는 정보요청이 전자적으로 가
능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조치들은 무료이지만 그

업체에도 적용된다(제25조).

○

요청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유출’이란 전송되거나 저장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우연히 또는 불법적으로 파괴, 분실,

을 요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하에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정보관리자에
게 요청하여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변경, 부당한 폭로 또는 접근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보주체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통신을 정보관리자로부터 입수할 권리를 가진다. 정

(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일정한 정보4)를 입수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보주체가 전자적 형태로 요청한 경우 그 정보는 전자적으로 체계화된 형태로 제공되어
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다. 정보관리자는 정보에

※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31조)

접근을 요청하는 자가 정보주체임을 확인하는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제2항).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감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 개인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정

- 정보관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정보처리자는 경보를 발령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유출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정보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항).

보주체는 정보관리자로부터 제공한 개인정보의 복제본을 전자적이고 호환할 수 있는
형태로 입수할 권리를 가진다. 전자적이고 호환이 가능한 형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 감독기관에 해야 하는 통지에는 적어도 다음의 사항이 고지되어야 한다. 관련되는 정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를 회수하지 않고 정보주체가 장래에 사용

주체의 목록과 수, 그리고 관련 데이터 기록의 수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의 성격을 기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는

술한다. 정보보호관의 신원과 연락 사항 또는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다른
접속창구를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관리자에서 다른 정보관리자로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제2a항).
- 정보처리의 목적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제5조 제1항 e) 이 규정은 데이

이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추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의 결과를 기술한다. 개인정보의

터를 삭제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제2b항).

유출과 이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관리자가 취하거나 제안한 조치들을 기술한다.
정보는 필요하다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제3항).

-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
하고 있고 제외되는 정보는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외되는 정보 중 데이터가 직업
수행과정에서 처리되거나 EU나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서 직업상 비밀준수의무를 지는

- 정보관리자는 모든 개인정보유출을 기록해야 하고, 이 기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실, 이의 영향, 개선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감독기

자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접근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정

관이 이 규정과 정보처리의 안전성에 관한 조치(제30조)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
도록 충분해야 한다. 기록은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하여야 한다(제4항).

보주체가 비밀을 공개할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c항).

감독기관은 통지된 유출의 유형을 공개적으로 기록해야 한다(제4a항).
-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정보유출을 확인하고 부당한 지체를 판
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을 통지해야 하는 정보관리자와 처리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권고, 최선의 실무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제5항).

-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집행위원회안은

24

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합의안은 이를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내에 하도록 확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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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5

정보수정권)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정보관리자로부터 이를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제16조).
3)

시간 이

72

4)

○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과 정보취득권 제

(

집행위원회안에는 ‘데이터 이전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었는데, 협의안에서
는 삭제되었다. 즉 정보주체는 이 데이터 이전권에 의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정치에 전자적이고
체계적으로 된 형태로 해당 업체에게 복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ISP로 옮길 때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한 규정은 제15조에 규정되었다.
그러한 정보로는 개인정보의 처리의 목적, 해당 개인정보의 목록, 개인정보의 공개 대상( 제3국의 대상자
도 포함), 개인정보가 저장될 기간 혹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기간을 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 정보주체
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정이나 삭제를 정보관리자에게 요청할 권리 및 그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의 존재여부,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감독기관의 연락에 관한 세부 사항, 정보 처리의 중요
성과 예상되는 결과, 자동화 처리와 관련된 논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 권리와 의무의 제한 가능성의 원칙
을 준수하여 공공기관이 자신들에게 공개를 요청한 경우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 등이다(제15
조 제1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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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할 권리) ‘잊혀질 권리’는 폐기하고, ‘삭제할 권리’는 그대로 두었다(제17조).

(

※ 삭제할 권리 (제17조)

의 저장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시간제한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
다(제8a항).
- 집행위원회는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 정보주체는 관리자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게 할 권리가 있고, 이의 유포를 자

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특수한 영역과 특별한 데이터 처리 상황에서의 데이터의 삭제

제하게 할 권리도 가진다. 그리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링크나 복제를 제3자

요청을 위한 기준과 요건, 공중통신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의 링크나 복제의 삭제에 관
한 요건, 개인정보의 처리의 제한에 관한 기준과 요건 등이다(제9항).

에게 삭제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즉 데이터
가 수집된 목적에 따라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저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데이터 처리의 합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한
경우, 법원이나 규제기관이 해당데이터의 삭제를 결정한 경우, 데이터가 불법으로 처리
된 경우 등이다(제1항). 이 규정은 데이터의 삭제를 요청하는 자가 정보주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관리자에게 있을 것을 요구한다(제1a항).
- 정보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제3
자에 의해서도 삭제되도록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관리자는 가능한 한
제3자가 취한 조치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 정보관리자(제3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는 개인정보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경우, 공중의 건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역사적, 통계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한 경우, 정보관리자가 EU 및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서 개

(

조)

20

※ 프로파일링 (제20조)
- 정당한 정보처리(제6조)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나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는 명확한 방식으로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아야
한다(제1항).
- 이 법률의 다른 규정을 조건으로 누구나 정보주체에게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조치로 이어지는 프로파일링이나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권리 또는 자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일링이 생성될 수 있다. 다만 그 처리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
다.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제시되어 계약체결의 요

인정보를 저장하여 보관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삭제 대신 처리를

청과 이행이 충족된 경우에 계약의 체결이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권리주체의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제3항).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EU 나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
한은 개인정보가 일반적인 정보 접근 및 처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변
경될 수 없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
정된다.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하여 정보관리자가 그 데
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기간, 정보관리자가 더 이상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증거의 목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 정보처리

서 명백하게 인정되어 있는 경우, 동의의 요건 규정(제7조)에서 정한 요건과 적절한 보
장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한 경우 등이다(제2항).
- 인종, 민족적 기원, 정치적 의견, 종교나 신념, 노동조합가입여부, 성적 취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개인을 차별하는 효과를 가지는 프로파일링이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로 이어지는 프로파일링은 금지된다. 정보관리자는 프로파일링으로부터 기

가 부당하고 정보주체가 이의 삭제를 반대하고 그 대신 이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요청

인하는 가능한 차별에 대해서 효과적인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 프로파일링은 오로지

한 경우, 법원이나 규제기관이 관련 데이터의 제한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경우, 정보주

특별한 개인정보의 목록(제9조)만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제3항).

체가 개인정보를 다른 자동처리시스템으로 전달할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저장기술
로 삭제를 할 수 없고 이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경우 등이다(제4항).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저장의 예외인 경우에는 오로지 증거의
목적으로만 처리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제5항).
-

○ 프로파일링 제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정보관리자는 처리 제한을 하기 이전에 정보주체에

- 정보주체에게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조치로 이어지는 프로파일링이나 해당 정
보주체의 이익, 권리 및 자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프로파일링은 오로지 자동
처리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람의 평가에는 그러
한 평가 이후에 내린 결정의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제5항).
-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준과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
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권고, 최선의 실무를 정하기 위한 직무를 위임받는다(제5a항).

게 통지를 해야 한다(제6항).
- 개인정보의 삭제가 행해지는 경우 정보관리자는 그 개인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
서는 안 된다(제8항).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시간제한 또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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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전망
○ 유럽연합의 재논의 의지 천명
(

)

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판례 및 이슈

2.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을 폭로한 에드

유럽 사법재판소, 전자여권의 디지털 지문 채취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에서 대규모 디지

1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털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난 이후 유럽연합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 보이는 첫 반응이라는 점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2

년 동안 논의가 부진하였지만, 동 사건으로 인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

□ 개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개정의 어려움 예상) 또한 이번 투표로써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

개 회

28

원국 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유럽연
합 내의 다른 기관들(집행위원회와 이사회)과도 논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법은 상당한
수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정치인, 보안기관,
인터넷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 및 언론협회 등으로부터의 압력이 더욱 거세

Court

of

Justice

는

(ECJ))

년

2013

월

10

일 여권신

17

청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전자여권에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
지 않으며, 이러한 지문 채취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는 여권을 사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사실관계
○ 원고 및 소제기
(

질 것이 예상된다.

○

(2013.10.17)

)

독일 시민인 슈바르츠(Schwarz)(이하 ‘신청인’)는 독일 보쿰

시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지문채취를 거부하여 여권을 발

(Bochum)

급받지 못하였다. 보쿰시는 여권법에 근거하여 지문채취 없이는 여권을 발급
(

향후 협의 절차) 이 합의안은 이제

EU

이사회(28개국)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합의안은 내년 중반기에 있을
의결될 계획이므로 의회의 첫 회독을 생략하고
회의 협의절차로 넘겨졌다. 이 합의과정은
2016

EU

년

2015

1

EU

EU

집행위원회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다.

의회 선거 이전에

이사회와

EU

-

집행위원

없이 여권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겔젠키르헨(VG

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고자료

보쿰시가 자신의 여권신청을 거부하자 신청인은 보쿰시가 자신에게 지문채취
Gelsenkirchen)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청구인의 주장) 신청인은 법원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자가 지문채취를 의무적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 ‘여권의 안전성 기준 및 생체정보에 관한

EU

규칙’ (이하 ‘여권 규칙’)의 효력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이 여권 규칙
5)

개인정보법률안 원문

:

http://www.weidenholzer.eu/wp-content/uploads/2013/10/EUDATAP_allco

이 적합한 법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포되

mpromises.pdf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U-Parlament-gibt-gruenes-Licht-fuer-Datenschutzreform

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이 외에도 여권규칙 제1조 제2항이 ‘개

-1983124.html

5)

Counci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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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정보 기본권은

기본권

여 사생활 존중권은 특정되었거나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

제7조의 사생

에 적용된다. 지문은 객관적으로 교환할 수 없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

활의 권리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고 있고 신원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에 해당한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6)

EU

판결 대상)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법원은 본 절차를 중지하고 다음

-

(

제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해 판결 요청하였다. 판결의 대상은
권 규칙의 법적 근거

다.

가지 문

3

①여

② 규칙의 공포과정의 정당성 ③ 사생활 존중권과 개인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수행하는 과정들, 예를 들어 수집, 저장,

-

보관, 조회 및 이용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EU 지침

정보 보호권의 침해여부이다.

95/46

제2조

b).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해당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전자
여권에 내장되어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의 처리로
해석될 수 있다.

※ 관련 규정(EU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
EU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 :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얼굴 이미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회원
국은 또한 호환성이 있는 형태로 지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데이터는 안전해야 하고 저장
매체는 데이터의 무결성, 진정성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여권 규칙의 법적 근거 및 공포과정의 정당성 여부 긍정
○ 여권 규칙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적용되어 온 공동체
(

1999

규정(Art.

62

Nr.

5

2

1

Buchst.

2009

a

11

)

-

따라서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국가기관의 지문 채취와 여권에의 저
장은 사생활의 존중권과 개인정보의 보호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
한 제한의 정당화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하 후술하기로 한다.

○ 제한의 정당성 근거 여부
- (

에 근거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적법

하게 제정되었다.

□ 사생활 존중권과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 여부 부정
○ 우선 심사되어야 할 것은 지문의 채취와 이를 전자여권에 저장하는 것이 사
(

of The Europe Union)

·

리는 개인정보 보호권의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
6)

EU

기본권 헌장은

Convention on

EU

Human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선언(European
과 다름.

당사자 동의) 우선 여권신청자가 자신의 지문 채취에 동의해야 하는 요건

(

EU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이 문서는 지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그러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EU

시민은 자신의 지문 처리에 자유로

이 저항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한 처리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

그 밖의 법률) 다음은 지문처리의 정당성이 그 밖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서 살펴본다.

Rights)

- 17 -

of Fundamental Rights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나 그

서는 일반적으로 여권의 소지는

한이 인정된다면 그 제한의 정당성이다.
개인정보 보호권 제한 여부 긍정) 기본적으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

기본권 헌장(Charter

과 관련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특별히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해

)

(

EU

밖에 법률에 정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생활의 존중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의 제한의 해당 여부, 두 번째는 이러한 제

○

긍정)

당사자 동의 및 그 밖의 법률)

30

EG)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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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제8조에서 인정되는 권리의 효력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

기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 EU

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도의 안전기준을 갖춘 저장매체에 지문을 저장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

기본권 헌장 제52조 제1항의 제한 (긍정)

· 기본권 헌장 제

적 발전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여권

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52

의 위조 위험을 줄이고 국경에서 여권의 진정성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

그 제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존중되어야 가능하
다. 그 제한은

· 본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여권 발부와 관련하여 지문채취와 이의 저장으로 기인하는 기본
권 제한은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EU

기본권 헌장 제52조

제1항에 말하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입법목적의 정당성

-

(

수단의 적합성)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여권의 사기적 이용 방지 목적에 대

하여 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 방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

준수하여야 한다.

(

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로 이용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두 개의 지문을 디지털화한 사진은 결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정확성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권한 없는 자를 잘못 승인하고, 권한 있는 자를 잘못 거
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하자율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한 방법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다지 중요

위조방지 및 사기 방지 목적)

공공복리 목적)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목적과 관련해서는, 여권 규칙 제1조

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우선 이 방법이 비록 권한 없는 자의 승인을

(

제2항의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이 규정은 특별히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목적
을 추구한다. 하나는 여권의 위조 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여권을 사기에 이
용하는 것, 즉 정당한 소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특히
내에서 불법여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다.[37] 규칙 제1조 제2항은

비례성 심사) 여권 규칙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고

(

EU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지라도, 비록 수용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미미하다. 물론 예외적인 확률로 지문에 의한 신원확
인의 방법을 이용하면 권한 있는 자가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은 적절하다.
하지만 여권 소지자의 지문이 여권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한 이 여권에 수

EU

에서 인정

록되어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자가

EU

내에서 여행하

EU

되고 있는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무를 경감시키기에 적합하다.

에서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목적이나 다른 사람

EU

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에 실제로 상응해야 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

목적의 정당성)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이 여권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

(

내에서의 불법여

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 이러한 권리의 제한이 비례성이 있는지를

는 것이 자동적으로 거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관련 규정 (EU 여권 규칙 제4조 제3항)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해서 여권의 생체정보는 다음을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다. a) 여권의
진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b) 여권의 제시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권소지자의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되어야하는 것은 이 규칙으로 투입된 수단이

신원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인식표지를 통해서 심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지 그리고 이의 필요성 초과 여부이

한 불일치가 있게 되면 해당기관은 해당자에게 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와 관

다.

련하여 해당자의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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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지금까지의 설명을 고려하면 지문의 채취 및 저장은 이 규칙으로

-

되어야 한다. 눈의 홍채 수집절차는 지문의 채취보다 제7조와 제8조를 통해

(

추구하려는 목적과

내에서 불법여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서 인정된 권리를 덜 제한한다는 점이 본 법정에 제출된 서류에는 언급되어

EU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있지 않다. 또한 이 두 방법의 효과와 관련하여 보면 지문채취의 절차와는
달리 홍채인식 절차는 기술적으로 아직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또

EU

- (

기본권 헌장에 대한 제한이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제한

한 홍채인식절차는 현재 지문채취와 비교하여 비용이 훨씬 비싸므로 일반적
으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손가락 지문 채취에 대한 판단) 지문채취와 저장의 필요성 심사. 지문채취와

저장의 필요성 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기본권 헌장 제7조와 제8조를 통

EU

하여 인정된 권리를 최소로 제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되고 있는

-

EU

없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즉 여권의 사기적 이용 방지 목적을 위해서 충

규정의 목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입법자는

분히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제7조와 제8조에 통해서 인정되는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여권의 사기적 이용 방지 목적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지문채취에서 기인하는 절차보다도 훨씬 덜 제한하는 조치가 있을

지문 채취의 조치를 통해서 발생되는 제한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필요성을 넘어서지 않는지 우선 심사하여야 한다.

정도를 초과하는 수집된 지문의 처리를 초래하지 않는 한에서만 이 목적과

· 우선 유의할 점은 두 손가락의 지문의 촬영에서만 개인정보의 수집이 존재

되는 처리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다. 따라서 지문의 촬영은 은밀한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얼굴사진의 촬영

고려해야 한다.

로운 일이 아니다.

· 지문 채취는 얼굴사진의 촬영에 추가된다

.

려되는 경우보다

EU

○

결론)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은 여권의 사기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성을 넘어서는 지문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원

확인에 기여하는 두 가지 과정의 중첩 그 자체는, 이 과정들이 분리되어 고
기본권 헌장 제7조와 제8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더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이들 데이터가 위조되거나 남용

한다는 점이다. 손가락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

과 같이 지문의 촬영은 특별히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관련자에게 번거

-

피해의 최소성 판단) 이러한 상항에서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

얼굴 사진 촬영에 대한 판단) 본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도 지문채취와 얼굴

사진의 촬영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야

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권 규칙 제1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여권
의 사기적 이용 방지 목적을 통한 제한은 정당화된다. 따라서 여권 규칙 제1
조 제2항은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참고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43189&pageIndex=0&doclang=
DE&mode=req&dir=&occ=first&part=1

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U-Urteil-Digitale-Fingerabdruecke-duerfen-auf-Paessengespeichert-werden-1980581.html

-

눈의 홍채사진 수집에 대한 판단) 한편, 본 법정의 절차에서 지문채취의 진

(

정한 대안으로 유일하게 언급된 것이 눈의 홍채사진의 수집이라는 점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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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자들은 댓글의 내용에 대해서 에스토니아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례가

유럽 인권법원,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는 모욕적인 독자의 댓글에 책
2

임져야 한다고 판결

있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 )
(2013.10.10)

- 델피는 미풍양속을 준수하지 않는 댓글의 내용을 금지합니다.
- 이러한 댓글의 예로서는 위협하는 내용, 모욕적인 내용, 적대감과 폭력 유발, 불법행위

□ 개관
○ 유럽인권법원

(European

유발, 음란한 표현 및 저속한 표현 등입니다.
- 델피는 이러한 댓글을 삭제하고 댓글 작성자가 댓글달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
Court

델피 대 에스토니아 사건(Delfi

of

Human

Rights

은

(ECHR))

년

2013

월

10

에서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인 델

AS v. Estonia)

피는 독자가 포스팅한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다.

○ 한편

,

Delfi7)

를 가집니다. ( ... ).

일

10

는 독자의 댓글은 유럽인권렵약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 사실관계
○ 피고의 기사 내용
(

피 웹사이트에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인권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 배경 및 경과
○ 인터넷 뉴스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일 피고 회사(텔피의 웹사이트 소유주)는 델

24

‘SLK(Saaremaa

Laevakompanii)8)

는 추진 중인 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공용도로로 에스토니아 본토와 몇몇 섬들 사이를 연결하며 겨울에
개방되는 ’얼음도로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

또한 이 기사는 섬으로 가는 페리의 항로를 변경한 피고

회사의 결정을 다

SLK

루고 있으며, 이 항로는 얼음을 깨서 앞으로 얼음항로를 만들려고 계획이다. 그

성명 그리고 이메일주소(선택사항)를 쓰는 칸이 각각 있었다. 댓글들은 자동으로

결과 이 항로의 개방이 여러 주 연기되었다. 그 이유는 페리 서비스와 비교해

업로드되고 포털사가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기사에는 매일

보면 섬들과의 연결이 훨씬 더 싸고 빠르기 때문이다.

‘

개 이상의 코멘트가 달렸고 주로 익명으로 포스팅되었다.

10,000

(

자들에게 공지해 오고 있었다. 델피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댓글 규정이 있었다.

이 기사 아래에는 독자들이 이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의 댓글에 접근할 수 있었
다. 많은 독자들이 페리 운영자와 소유주(SLK)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이고 위협

포털사의 게시판 댓글 관련 규정) 포털사는 경고문을 통하여 댓글은 자신의

적인 댓글들을 달았다.

의견이 아니며 댓글의 저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이용

○

원고의 청구)

(

들 중 약

※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댓글 관련 규정

년 1월

-

댓글을 편집하지 않습니다. 댓글의 저자는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개는 원고

20

이에

는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주식회사로 가장 큰 인터넷 뉴스 사이트 중의 하나이다. 또한 Delfi는 매일 약 330
개의 뉴스가 게시하고 있고, 에스토니아에서 러시아어와 에스토니아어로 뉴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라트비아와 리
투아니아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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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이 기사에는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

25

185

에 대하여 개인적인 협박과 모욕적인 말을 포함하고

L9)

년 3월 9일 L의 변호사는 신청인 회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삭제하고 비

2006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Delfi

일과

2006

있었다.

- 델피의 메시지 게시판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기술적 매체입니다. 델피는

7)

년 1월

2006

댓글쓰기’라는 글씨와 댓글, 댓글 쓰는 이의

약

○

)

8)

9)

크룬(약

500,000

유로)을 배상을 청구하였고 인터넷

32,000

는 주식회사인 선박회사 AS Saaremaa Laevakompanii의 약자이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은 SLK 감사회의 일원이고 이 회사의 대주주이다.
S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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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같은 날 모욕적인 댓글들은 신청

였다. 하지만 신청인 회사는 포털로부터 불법적인 댓글들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인 회사에 의해서 모두 삭제되었다.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법원은

년 3월

일 피고 회사(SLK)는 답변서를 통해

- 2006

23

신청인 회사가 취한 조치들은 충분하지 않았고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서 댓글을

의 변호사의 요청에 대하여

L

모니터링하는 부담을 지는 것은 선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당 회사는 댓글들은 이용자에게 통지 후 삭제 시스템에 의해서 모두 삭제되었

‘

으므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

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피고 회사는 댓글의 관

□ 국내의 소송 과정
○ 소송 경과
년 4월

13

년 6월

25

- 2006

2007

점에서 보면 기술적인 중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활동은 단순히 기
술적이고 자동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대신에 피
고 회사는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도록 초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 회

일

L

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

L

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지방법원은 신청인 회사의 책임은 정

보사회서비스법(EU 전자상거래지침

을 에스토니아 국내법으로 전환

2000/31/EC

한 법률)에 의해서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다.
-

년

2007

월

10

일 항소법원은 L의 항소를 허용하였다. 항소법원은 신청인 회사의
심법원의 판결에는 하자가

1

있다고 판결하였다.
년 1월

21

년 6월

27

- 2008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았다. 댓글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 비판의 정도를 넘
어섰고 단순한 모욕을 능가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해당 댓글의
보호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지었다.

L

크룬(약

은 비금전적

L

유로)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320

○ 항소법원의 판단
년

월

12

년 6월

2009

일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였

10

지만 일부 그 이유를 수정하였다.

견해를 인정하였고,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는 전달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자체는 균형을 이룬 기사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뉴스에 대한 댓글들은 원고L의

- 2008

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 피고 회사는 에스토니아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 했지만

댓글에 대한 통제권 존재) 대법원은 정보사회서비스법을 해석한 하급심 법원의

일 지방법원의 사건 재심리 결과 델피 뉴스 포털에 게시된 뉴스기사

5,000

○ 대법원의 판단

- (

일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고를 거부하였다.

손해에 대하여

사는 기술 서비스보다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22

책임이 정보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배제된다고 한

- 2008

이에 피고 회사는 자신의 책임은 정보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배제된다고 주장하

대해서는 알 수도 없으며, 통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서 콘
텐츠서비스제공자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을 관리하였다. 본 사안에서 피
고 회사는 댓글 환경을 자신의 뉴스 포털에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도록
초대하였고 댓글의 수는 포털 방문자의 수에 영향을 미치고 포털에 게시되는 광
고로부터 얻는 신청인 회사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댓
글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피고 회사가 댓글 자체를 달지 않았다는 사실
이 댓글환경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신청인 회사는 댓글 규
칙을 제정하였고 그 규칙에 위반된 댓글은 삭제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용자들은

일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뉴스

자신들이 올린 댓글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음란한 댓글

16

포털에 포스팅되는 댓글에 대하여 사전에 통제할 필요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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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신청인 회사가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댓글의 게시에 관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가이다.

○

포털과 댓글 저자를 게시자로 간주) 또한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피고 회사와

댓글의 저자들이 댓글의 게시자(출판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
락에서 인터넷 포털의 관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은 포털 관
리자를 프린터 매체의 출판사와 유사한 사업자로서의 출판사로 만들었다고 한
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은 피고

L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했다.

핵심쟁점) 이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권법원은 4가지 핵심쟁점을 판단하였

(

① 댓글의 맥락 ② 명예 훼손적 댓글을 방지
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 신청인 회사가 적용한 조치들 ③ 신청인 회사의 책임
의 대안으로써 댓글의 실제 작성자의 책임 ④ 신청인 회사의 국내 소송절차의
다. 이러한 4가지 핵심쟁점으로는

(

결과이다.

○

댓글의 맥락) 델피의 뉴스 포털에 게시된 뉴스기사는 어느 정도 공익의 주제를

(

다루고 있다. 그 기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페리 항로를 다른
-

포털의 법적 의무 위반 인정)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

(

한 법적 의무를 기초로 하여 피고 회사는 명확하게 불법적인 댓글이 게시되는
것을 금지했어야 했다. 또한 댓글이 게시된 이후에 이들의 불법성을 인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그것을 삭제하는데 실패하였다. 대법원은 신청
인 회사가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 판결 요지
○ 판결의 근거

방이 여러 주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이 얼음도로는 이 회사의 페리 서비스보다
각 섬들과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더욱 빠르게 연결해 준다. 기사 자체는 균형
을 맞추고 있다. 즉 선박회사의 관리자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그 기사
에는 명예를 훼손하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기사 자체는 국내
소송절차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거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박회사의 활동을

는 에스토니아 법률로 전환되었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의 점들을 고려하였다. 신청인 회사가 문제가

며, 이 전환법률에 따르면 독자들이 작성한 명예 훼손적 댓글에 대해서만 포털

된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선박회사와 관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할

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국내법의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내법원

수 있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과 델피 뉴스 포털에 게시된 댓글의

에 있으며

법률로는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내법원은 델피에게 책임

일반적인 명성을 고려하면 보통의 정도를 넘어 고도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있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것은 민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부정적인 댓글들이 수인할 수 있는 비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불필요한 모

러므로 뉴스포털의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고 유럽인권협약에

욕이나 편파적 발언의 수준에 이르게 한 위험을 말한다. 문제의 기사에 달린 댓

의한 법률에 정한 요건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글의 수는 평균 이상이었고 독자들과 댓글을 올린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

○

곳으로 이동하면서 얼음 도로가 될 수 있는 곳의 얼음을 깨면서 그 도로의 개

)

EU

EU

전자거래지침

2000/31/EC

대한 관심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암시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여부) 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의해서 제한될

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본 사안의 상황
에서 어느 정도의 경고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고 본 법원은 결론을 내린다.

수 있고, 그 제한은 상황에 따라서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제한이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비례성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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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댓글 게시 방지 위한 델피의 조치) 기사의 웹페이지는 댓글을 쓴 사

(

람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댓글들은 허용되

독일

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 웹페이지는 또한 저속한 말들을 포함

3

이 경고들은 모욕적인 수많은 댓글들을 방지하는데 실패하였고, 자동적인 단어
필터링 시스템이나 통지 후 조치 시스템에 의해서 적시에 삭제되지 않았다.

○

팬 페이지 운영금지처분에 대

□ 개요
○ 독일 쉴레스비히 홀스타인 주 쉴레스비히 행정법원
월

댓글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었는지의 여부) 페리

(VG

은

년

Schleswig)

일 이 주에 소재지를 둔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의

회사의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델피보다는 모욕적인 댓글을 단 구체적인 저자들

팬 페이지 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한 쉴레스비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ULD)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 저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의 명령을 취소하였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것을 아주 어려웠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성명을 등록하지 않고 댓글을 쓸 수 있

러한 기업들은 페이스북과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부터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다.

9

2013

10

델피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이다. 그렇지만 뉴스포털이 댓글로

Facebook

10)

□ 사실관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삭제 명령
(

)

에 소재지를 둔 기업으로서

결론) 법원은 결과적으로 델피에게 책임이 있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포털에

(

년

2013

월

일 이

11

1

원고는 쉴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의

Facebook

11)

도시

A

팬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쉴레스

유

비히 홀스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로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포털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방식

이를 삭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행정법원에 이의 철회를

으로 장래에 제3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리지

청구하였다.

대해서 에스토니아 법원이 부과한 제재는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델피는

320

않았다.
-

Faceb ook

(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댓글들은 익명으로 되어 있다. 댓글에 대해서

○

,

한 취소판결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항소 제기(2013.11.1)

하고 있는 댓글은 자동으로 삭제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원클릭 버튼에 의해서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연락하게 되면 이 댓글은 삭제된다. 하지만

州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원에 의해 포털의 댓글에 대해서 피고 델피의 책임을 긍정하는 것은 언론의

○ 삭제명령의 이유
-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제한은 정당하고 비례성원칙에 합치한다고 결정한

결정 원문

: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26635#{"itemid":["001-1

Facebook 팬 페이지는 주로 기업이나 공익단체, 예술가 및 유명인들이 페이스북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특별한 이용자 계정이다. 팬 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Facebook에 등록해야 하며 그런
후 Facebook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하여 미디어시장이나 의사표현의 시장에
서 허용되는 모든 의사표현이 게시될 수 있다. 이 플랫폼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포스팅할 수 있다. 페
이스북 이용자는 페이스북에 등록할 때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를 페이스북에 제공해
야 한다.

11) Das Una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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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다. 이와 같이 작성된 통계는 팬 페이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10)

26635"]}

‘Fcebook

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된 이용자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침해가 없었다.

※ 참고자료

페이스북 팬 페이지 운영자는 페이스북이 무료로 제공하는

ä

ngige Landeszentrum

ü

f

r Datenschutz

Schleswig-Hol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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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 이용자의 회원 수 증가에 관한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사회

보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텔레미디어 서비스

적 활동에 관한 정보, 팬 페이지의 개별 기능의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

제공자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제공과

되어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통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은 이용자프

○ 피고는

로파일링이 생성되는 경우에 이의제기권이 있음을 통지받아야 한다고 하였
년

2011

11

월

1

일 서면으로 원고에게 다음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

다. 특히

고 회사의 팬 페이지를 호출하는 경우 팬 페이지의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Telemediengesetz)

제13조 제1

항에 의해서 통지의무와 동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정보처리에 있어서 동의

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 원고는

를 받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무가 준수되었는지의 여
부는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팬 페이지 서비스에서 확인될 수 없고,

에

Insights

의한 이용자프로파일의 작성은 텔레미디어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효과가 있는 동의를 받기 위한 설명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신원이 확인되는 페이스북 등록회원

17

일 피고의 명령을 거부하고

년

2011

12

월

일 소송을

27

□ 행정법원의 판결
○

(

원고 기업의 책임 부정) 행정법원은

2013

년

월

10

일 판결 통하여 원고의

9

책임을 부정하였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팬 페이지와 관련한 개인정

제2조 제1호에 의한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고 연방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

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페이스북만이 부담한다.

○

(

원고 기업의 서비스제공자 여부 부정) 팬 페이지 운영자는 텔레미디어법에

일 서면으로 연방정보보호

의한 서비스제공자가 아니고 연방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에 의해 개인정보

법 제7조 제3항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보호에 책임을 지는 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텔레미디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해서 원고는

(

2011

년

11

월

9

어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EU

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의 일부를

95/46/EC

국내법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는 일반

하거나 처리하거나 이용하도록 위탁을 받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원고는 또

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인 연방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해

한 팬 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지도 못한다.

당하는 규정인 제3조 제7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수
(

피고의 행정처분) 피고는

년

2011

11

월

10

일 서면으로 연방정보보호법 제38

집, 처리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조 제5항 제1문에 의해서 원고 기업에게 운영 중인 팬 페이지를 삭제하라
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송달받은 지
을 경우에는
-

월

11

제기하였다.

자신들은 개인정보 자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거나 이용하지도 않았고, 수집

○

년

2011

의 정보가 수집되었다고 한다. 팬페이지 운영자로서 원고는 텔레미디어법

에 의해서 책임지는 기관에 해당한다.

○

기능을 이용한 팬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페이스북에 데

이터가 전달되고 이에 대해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개인정

등록회원이든 비등록회원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페이스북으로 전달될 수 있
다고, 웹사이트 운영자는 텔레미디어법(TMG,

Insights

5,000

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이내에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

6

유로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 한다.

-

팬 페이지의 이용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원고에 의해서 개
인정보가 처리되지도 않고 원고의 위탁에 의해서도 처리되지 않는다고 판

피고는 원고가 텔레미디어법 제13조 제1항과 제15조 제3항에 의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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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

참고 웹사이트

또한 원고의 팬 페이지 이용자가 직접 페이스북 사이트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해서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전달된다.

○ 행정법원은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항소를 허용하였다

1.

국내 웹사이트

[1] 국회(http://www.assembly.go.kr)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항소
○ 피고 쉴레스비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1] http://www.weidenholzer.eu/wp-content/uploads/2013/10/EUDATAP_allcompromises.pdf

는

(ULD)

년

2013

11

월

1

일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 페이스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독일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는 쉴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 소재를 둔 기업들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였다.

[2]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U-Parlament-gibt-gruenes-Licht-fuer-Datenschutz
reform-1983124.html
[3]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43189&pageIndex=0&d
oclang=DE&mode=req&dir=&occ=first&part=1

[4]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U-Urteil-Digitale-Fingerabdruecke-duerfen-auf-Pa
essen-gespeichert-werden-1980581.html
[5]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26635#{"itemid":["001-126635"]}
[6] https://www.datenschutzzentrum.de/facebook/20131009-vg-urteil-fanpages.pdf
[7] http://www.telemedicus.info/article/2651-VG-Schleswig-ULD-kann-Facebook-Fanpages-nicht
-verbieten.html

※ 참고자료
판결문

국외 웹사이트

: https://www.datenschutzzentrum.de/facebook/20131009-vg-urteil-fanpages.pdf

관련 기사

:

http://www.telemedicus.info/article/2651-VG-Schleswig-ULD-kann-Facebook-Fanpag

es-nicht-verbiet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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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법제연구팀「 月刊 인터넷 법제동향」 제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인터넷
(

)

(

73

호)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법제연구팀

주 소

138 - 803

연락처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가락동 79-3) 대동빌딩

지유석 선임연구원 (02 - 405 - 6436 / jys71@kisa.or.kr)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