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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7. 7)

□ 소관 상임위원회

:

□ 제안이유
○ 최근 신용카드사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서비스 의존도가 높고, 개인정보 등 다량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기관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사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큼 .

○

특히 , 기관의 주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고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대형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은 비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분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제조업체나
제공하는 전력 ․ 가스 ․ 에너지 관련 기관 등에

되지 않으나 침해사고 발생시 사회
대국민 필수 서비스를

대해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가 요구됨 .

○

한편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제도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2013

년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수요 증가에 따른 인증심사의 효율화, 인증품질의 유지
미 인 증 자 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 1 -

․관리

,

인터넷 법제동향

□ 주요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영리목적의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

·

하면서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큰 모든 기관으로 확대함(안 제47조제2항).

○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중 인증심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 심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7조제5항 및 제6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을 현행
이하에서

※ 출처

:

3

천만원 이하로 인상함(안 제76조제1항제6의3).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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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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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4. 7. 7)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회제출 (권은희 의원 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활성화의 디딤돌로서
정보보호 산업육성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을 위하여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관리 및 세계적 정보보호 기업 육성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보호 정보보호산업 정보보호 기업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 안 제 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필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

(

2

).

,

(

안 제 5조 ).

○ 정보보호와 관련한 공공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구매수요 정보 및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 6조 ).

○ 공공기관등은 정보보호시스템의 품질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당한 발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함 (안 제 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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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1조 ).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정보보호시스템 수요 확대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3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

,

투자 촉진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4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고 , 미래인재 발굴 및 학점이수 인턴제도 지원 , 정보보호
융합 촉진 전문가 양성

○

․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

1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제품 및 기술 등의 품질확보
이용자 보호

조 ).

․유통촉진․

․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7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우
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여 자금융자,
수출

○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

18

조부터 제 22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

23

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

있도록 함 (안 제 24조 및 제 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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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 調停
(

)

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안 제26조 부터 제34조).

○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

·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관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음 (안 제 37조 ).

○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정보보호 실적 (정보보호의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조치 현황 및 운영 실적 등 )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
(

안 제 38조 ).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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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인터넷 법제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7. 15)

3

□ 소관 상임위원회

: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국가적 재난사태인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때
이 사건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본법에서의 처벌수준이 낮아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적
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유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 주요내용
○ 본법의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74조의2 신설).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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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인터넷 법제동향

전기통신사업법
4
(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 소관 상임위원회

:

2014.

7.

1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

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간

ㆍ

통신사업 휴지 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ㆍ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의 등록제 전환 안 제 조제 호·제
(

-

2

13

조제2항제1의2호 신설)

2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 안 제 조
(

-

6

)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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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안 제
(

-

조)

19

ㆍ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ㆍ

기간통신사업 휴지 폐지를 승인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안 제
(

-

조)

32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안 제 조의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

32

3

)

-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안 제
(

-

1)

조의4 신설)

32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

ㆍ ㆍ

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 중개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3)

․운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

기관

․공공기관의

위하여 국가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안 제84조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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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變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작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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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독일,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규정 발효

1

(’14. 6. 13)

☐ 개요

○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의 전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년 6월

1)

-

이 법은

EU

일부터 발효되었다.

2014

소비자 권리 보호 지침

소비자 권리 보호

‘

13

2011/83/EU 2)

을 독일 국내의 민법에

반영하여 제정한 것이다 .
-

주요내용은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 등 전자 거래에서
소프트웨어의 구입 시 철회권, 철회기간, 철회교시, 반환 비용에 관한 규정
등의 특별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

EU

○

(

소비자 권리 보호 지침(2011/83/EU)

배경)

EU

회원국의 소비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에서 통일적이고

EU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에 적용되어 왔던

EU

규정들은 온라인구매에서 디지털 혁명과는 거리가 멀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1)

Gesetz
der

2)

zur

Directive
rights,
and

Umsetzung

der

Verbraucherrechterichtlinie

Wohnungsvermittlung v. 29.9.2013, BGBl. Teil I

of

2011/83/EU

amending
the

of

the

Council

Council

European

Directive

and

European Parliament and of

Parliament

93/13/EEC

repealing

Council

und

2013
and

and

zur

of

the

Directive

Directive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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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

nderung

des

Gesetzes

zur

Regelung

on

consumer

Nr. 58, S. 3642.
Council

of

25

1999/44/EC

85/577/EEC

and

October

of

the

2011

European

Directive

Parliament

97/7/EC

of

the

인터넷 법제동향

○

(

목적)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및 행정규칙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높은 단계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고 이로 인하여 역내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제1조).

○ 주요내용
-

소비자는

-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거나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유형물인 데이터저장

EU

회원국 내에서는 2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매체에 기록되어 배송되지 않는 경우 ,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이 경우 계약은 이미 이행되었고 소비자가 사전에 명백하게 동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 한한다(제16조 제1항).
-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전체가격, 주문 제품, 판매자 연락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이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동일민법에 반영된

3)

「 소비자 권리 보호 지침의 전환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적용범위
-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된 규정들은 사업자의 유상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계약의 적용을 받는다(민법 제312조 제1항).

-

2014

년

6

월

13

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소비자 권리 지침 전환 법률의

경과 규정(민법 시행법(EGBGB)

Artikel

229

제32조)에 의해서 이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물론 제32조 제2항과 제3항에는 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3)

http://ec.europa.eu/justice/consumer-marketing/files/crd_guidance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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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규정
주요 내용
Ÿ

소비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되어서는 안 되는
소위 ‘대기 시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312조a 제5항(소비자계약의

일반적인 의무

일반적 의무와 원칙; 유상의 합의에 대한 한계)에 의해서 확대됨

Ÿ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로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와
전화로 접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되어서는 안 됨

Ÿ

전자거래에서의 계약상 의무는 주문과정의 개시 시에 배송의 제한이 존재
하는지, 어떠한 결재수단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내되어야 함(민법 제312조 j
제1항(전자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의무)).

-

사업자가 텔레미디어(정보통신미디어) 물건의 인도 혹은 이의 급부 제공에
관한 계약(전자적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특별한 의무

1. 적정하고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이 자신의 주문
시에 정보 입력에 하자가 있는지를 알게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 주문을 입력하기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지해야 하며,
3. 이 주문의 도달을 지체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고, 계약 체결 시 일반
약관을 포함하여 계약규정을 불러내어 재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3호의 주문과 수령증명은 당사자가 통상의 상황에서 이들을 호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31조의i 제1항).

Ÿ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되는 계약 및 통신판매계약에 있어서
사업자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로 소비자에게 16가지 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12조d 제1항 및 민법
시행법 Artikel 246a 제1조)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

-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되는 계약의 개념은 사업자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민법 제312조b).

정보의무
-

이전의 방문판매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새로운 규정은 방문판매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

-

계약이 영업장 외부에서 흥정되어 체결되었는지 중요하다.

Ÿ

특히 사업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민법시행법 Artikel 246a 제1조
제1항 제7호).

-

소비자의 철회권이 부여되는 경우, 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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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민법시행법 Artikel 246a 제1조
제2항을 고려해야 한다.
- 소비자의 철회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이에 대해서
통지를 받아야 한다(민법시행법 Artikel 246a 제1조 제3항 제1호).
- 소비자의 철회권이 사전에 소멸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민법 시행법 Artikel 246a
제1조 제3항 제2호).
Ÿ

일반적인 정보들은 계약의 의사표시 이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통지 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민법시행법
제246조a 제4조 제1항).

Ÿ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알기 쉽게 되고,
사업자의 담당자가 지명되어야 한다(민법시행법 제246조a
제4조 제2항).

Ÿ

사업자는 정보를 종이 또는 다른 영구적인 데이터저장매체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로 교부해야 한다(민법시행법 제246
조a 제2항). 이러한 접근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Ÿ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소비자에게 종이
형태로 당사자의 신원이 인식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의
사본이나 계약의 내용이 설명된 계약의 증명서가 교부
되어야 한다(민법 제312조f 제1항).

-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영구적인 데이터저장
매체의 이용도 허용될 수 있다(민법 제312조f 제1항).

-

사후 증명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영구적인
저장매체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에서만 민법시행법
Artikel 246a의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민법 제312조f 제1항).

Ÿ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사용된 원격통신
수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민법시행법 Artikel
246a 제4조 제3항 ).

Ÿ

사용된 원격통신수단의 설명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계약의 구성요소를 넘어서는 정보는 민법 시행법 Artikel 246a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Ÿ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적정한
기간 내 (늦어도 물건이 인도된 경우 또는 서비스의 이행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영구적인 데이터 저장매체로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312조f 제2항). 이러한 증명은, 민법
시행법 Artikel 246a에 규정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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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자거래의 경우 민법 시행법 Artikel 246c(전자거래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외에도 통신판매계약과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
되는 계약과 같이 민법시행법 Artikel 246a 제1조 제1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전자거래에서의 계약들은 텔레미디어상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통신판매계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Ÿ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인 저장매체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형태로 작성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게임, 영화, 음악, 앱,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텍스트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들이다.
이때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스트리밍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민법 제312조f 제3항).

디지털

Ÿ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민법시행법

콘텐츠와

Artikel 246a 제1조 제1항 제14호).

관련한
특별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과 적용 가능한

Ÿ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호환성과 적합성(양립성)에 본질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정보의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하여야 한다면,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5호).
Ÿ

디지털 콘텐츠의 인도의 경우 계약서에 소비자는 철회기간의
종료 전에 사업자를 통해서 계약의 이행 개시에 명확하게
동의하였고, 자신의 철회권이 이 동의를 통해서 상실된다는 것을
인정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민법 제312조f 제3항).

Ÿ
정보의무의
완화

정보제공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민법 시행법
Artikel 246a 제3조 제1문 및 제4조 제3항 제1문에 의해서
본질적인 계약의 구성부분만 통지되고, 그 밖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 제2문 및 제4조 제3항 제3문에 의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철회 규정
-

새로운 규정들은 민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에 두고 있다.
Ÿ
철회권

통신판매계약과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의 경우 모두 철회권이 소비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민법 제312조g 제1항).

-

다만, 철회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는 법률상의 예외가 일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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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음성녹음, 영상녹화, 컴퓨터소프트에어의 경우에 소비자가 이들이
인도된 후 포장의 봉인을 제거한 때(민법 제312조g 제2항 제6호), 정기구독이 아닌
신문, 잡지 또는 삽화의 경우에(민법 제312조g제2항 제7호) 철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Ÿ

민법 제356조 제5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의 철회권은 구체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인도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 즉 사업자가 철회권의 경과 이전에 계약의 이행을 개시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명백하게 동의한 경우
- 소비자가 계약의 이행 개시 동의를 통하여 자신의 철회권을 상실한다는것을 인식
하고 증명함으로써 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개시한 경우

Ÿ

소비자는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앱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구입
한 경우에도 철회권이 존재하게 되었다.

-

지금까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경우, 즉 제품이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경우, 즉 물리적인 데이터저장매체로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Ÿ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 소비자의
철회권이 허용되는지 명백한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 제356조 제5항은

철회권

소비자가 계약의 이행에 명백히 동의한 이행의 경우 통신판매계약에서
무체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구입 시 철회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Ÿ

철회권은 엄격한 철회 양식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철회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올바른 철회의 교시는
민법시행법 Artikel 246a 제1조 제2항 제2문의 부록과 민법시행법 Artikel
246a 제1조 제2항 제1문 제1호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Ÿ

소비자의 명백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항상 필요하다(민법 제355조 제1항
제3문)

철회의 표시

-

단순한 물건의 반송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전에 존재하던 반환권은 삭제
되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다.

Ÿ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계약과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에 모범적인 철회 양식 또는 다른 명백한 철회 의사표시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보충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제1항
제1문)

-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영구적인 데이터 저장매체로 철회의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356조 제1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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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철회기간(한달)의 연장은 사후에 사업자를 통해서 소비자에 대한 철회의
교시가 회복되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Ÿ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하자있는 교시를 하거나 전혀 교시를 하지 않은
사례에서 무기한 철회의 가능성도 폐지되었다. 이 경우 철회는 늦어도
12개월 그리고 합법적인 교시가 있었더라면 기간이 개시되었을 날 이후
14일로 종료된다(민법 제356조 제3항 제2문).

Ÿ

모든 철회권이 부여되는 (소비자) 계약의 경우 철회권은 계약 체결 시점에
개시된다(민법 제355조 제2항 제2문).

Ÿ

통신판매계약이나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추가로 합법적인
철회 교시의 제공은 철회기간의 개시를 위한 요건이 된다(민법 제356조
제3항 제1문).

철회 기간

Ÿ

소비자매매의 경우, 소비자의 물건 수령은 철회 기간의 개시를 위한
요건으로 어떠한 종류의 소비자 매매가 문제되는가에 따라서 첫 번째
또는 마지막 물건의 수령이 철회기간의 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법 제356조 제2항 제1호).

Ÿ

물리적인 데이터저장매체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인도에 관한
계약에서 철회권은 계약체결과 함께 개시된다(민법 제356조 제2항).
하지만 소비자는 철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철회권을
교시받아야 한다(민법 제356조 제3항 제1문).

Ÿ

철회권이 부여되는 서비스 급부계약의 경우 철회 기간은 계약체결 시에
개시된다(민법 제355조 제2항). 하지만 이 경우 통신판매계약 또는 사업장
외에서 체결되는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 철회권의 기간 개시에 대해서
교시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356조 제3항 제1문).

Ÿ

소비자가 법률에 의해서 허용된 철회권을 적기에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
와 사업자는 자신들이 계약체결에서 대상으로 한 의사표시에 더 이상 구속
되지 않는다. 수령한 급부는 지체 없이 그리고 늦어도 14일 이내에 반환
하여야 한다. (민법 제355조(소비자계약의 철회권) 제1항 제1문)

유효한 철회를

Ÿ

소비자를 위하여 철회의 의사표시의 제출로 이 기간이 개시되고(민법 제
355조 제3항 제2문), 소비자가 물건을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업자에게

행사한 경우의

적시에 반환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민법 제355조 제3항

법률효과

제3문). 사업자를 위한 반환 기간은 소비자의 철회의사의 도달로 개시한다
(민법 제355조 제3항 제2문).
Ÿ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매매가격뿐 아니라, 반송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민법 제357조 제1항).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저렴한 표준 반환과는 다른 종류의 반환을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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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은 반환비용에서 제외된다(제2항 제2문). 사업자는 명백하게 달리
약정하거나 소비자에게 이를 통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환불에
있어서 소비자가 이용했던 동일한 지불수단을 이용해야 한다(제3항).
Ÿ

소비자매매에 있어서 사업자는 물건을 되돌려 받거나 소비자가 그에게
그가 물건을 이미 반송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기 까지는 매매가액의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제4항 제1문). 사업자는 그가 물건의 회수를 제공한 경우
매매가액의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제4항 제2문). 이 경우 소비자는
수령한 물건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제5항).

Ÿ

만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 이전에 통지를 하였고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주문된
물건의 가액과는 달리 직접 반환비용을 부담한다(제6항 제1문, 제2문).

Ÿ

사업자는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의 경우, 만일 물건이 계약 체결 시에
소비자의 거주지에 배송되어 있고 그것이 우편으로 배송될 수 없도록 된
경우에는 물건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령해 가야 한다(제6항 제3문).

Ÿ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교시하였고, 주문된 물건의 특성, 성질,
기능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가격 상실이 그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소비자가 보상한다(제7항).

Ÿ

서비스급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유효한 철회 사례에서 사업자가 철회
기간의 경과 전에 급부 제공을 개시하였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철회권,
모범 철회 양식, 보상의무를 통지할 것을 명백하게 요청한 경우에만 보
상을 한다. 소비자는 철회하기까지 사업자가 제공한 모든 급부에 대해서 보
상을 해야 한다(제8항 제1문). 부담해야 할 보상의 산정에 있어서 합의한
전체 가격이 근거가 될 수 있다(제8항 제4문). 이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은 제공되고 있는 급부의 시장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어야 한다
(제8항 제5문).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제8항 제1문), 사업자의 보상
청구(제3문)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철회기간 경과 전에 급부의 제공을
개시하도록 자신의 요청을 영구적인 데이터저장매체로 전달한 경우에는
존재한다.

Ÿ

소비자는 그가 디지털 콘텐츠의 인도에 관한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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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www.emr-sb.de/gemischte-meldungen/items/aenderungen-im-widerrufsrecht-treten-am-13-juni
-2014-in-kraft-877.html
독일 소비자 권리 지침 전환 법률 :
www.bgbl.de/banz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start=//*%5b@attr_id='b
gbl113s3642.pdf'%5d#__bgbl__%2F%2F*%5B%40attr_id%3D'bgbl113s3642.pdf'%5D__140308778
3043
EU 소비자 권리 지침 2011/83/EU 원문 :
www.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304:0064:0088:en:PDF
EU 소비자 권리 지침의 국내 전환을 위한 지침서 :
http://ec.europa.eu/justice/consumer-marketing/files/crd_guidance_en.pdf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55_de.htm
http://www.cr-online.de/367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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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효

2

(‘14.7.2)

☐ 개요

○ 최근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는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PDPC)

“2012

-

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동 개정을 통하여
가이드라인(the
업데이트 및

을 개정하였다.

Data Protection Act 2012, PDPA)”

년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개념 및 주제에 관한 권고적

“2012

의

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and Selected Topics of the PDPA)

년 개인정보보호 규칙(Personal

2014

의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도입이 이루어졌다.
☐ 배경 및 경과

○

· ·

싱가포르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제3자 기관에 전송되고 있어

·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를 관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체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

(“2012

개인정보보호법”제정)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

(4

차례 개정) 동 법은

월

11

2014

년

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

7

월

2

년

2012

월

일

10

15

월 7일에 발효하였다.

12

일 발효될 개정부분을 포함하면 총

4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

이미 지난

2014

년

1

월

2

일 개정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마케팅 통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수신거부목록(Do

Not

Call

Registry)

규정발효 등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개정법규는
발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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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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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

○

싱가포르 이외 지역으로의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 싱가포르
이외 지역으로 개인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제26조).

○ 싱가포르 이외 지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기관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은 아래의 두 가지이다.
- (1)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그러한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이외 지역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2)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으로 전송한 기관은 그러한 정보를 수령한

자가 최소한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과 비교 가능한
정도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법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한편 상기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되었다고 고려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1) 개인정보가 전송된 국가의 법이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가능

한 정도의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기관이 계약상의 의무, 구속력이 있는 내사규칙(corporate

rules)

혹은 그 밖의 구속력 있는 문서 등의 형태를 통해 해당 개인정보를 수령
하는 자에 대하여 적어도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과
비교 가능한 정보의 보호를 해당 개인정보에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 (3)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기관은

해당 개인정보가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까지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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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행위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계약행위는

(a)

개인과 개인정보 전송기관 간,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입된 제3자 간, 혹은

(c)

(b)

개인정보 전송기관과

합리적인 계약일 경우 개인

정보 전송기관과 제3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
- (5)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부칙 4의 제1문단

의 제1문단

3

(a), (b), (c)

혹은

(a),

(b)

혹은

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d)

호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o)

이용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내용
1.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부칙 3>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a)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가 시의 적절하게 획득될 수 없거나 해당
개인의 동의의 보류가 합리적인 것으로 예상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분명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b) 해당 개인 혹은 다른 개인의 생명, 건강 혹은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d) 국가적 이익에 개인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1.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가 시의 적절하게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분명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공개가

<부칙4>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개

필요한 경우
(b) 해당 개인 혹은 다른 개인의 생명, 건강 혹은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c) 제2문단의 조건에 따라 해당 개인 혹은 다른 개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가 시의 적절하게 획득될 수 없는 경우
(o) 상해를 입거나 병상에 있거나 혹은 사망한 개인의 친척 혹은 지인과
연락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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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1) (통과중인 개인정보) 통과중인 개인정보의 예로는 싱가포르 내에서 이용됨이

없이 싱가포르를 통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개인정보가 있음
- (2) 싱가포르 내에서 대중이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정에 관한 요구>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및 제22조는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에 대한

21

접근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칙은 각
개인의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

(1)

요구를 받는 기관이 해당 요구를 하는 자를 식별하고 요구에 대한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함

-

(2)

요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혹은 그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져야 함

-

(3)

대상기관은 해당요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 개인에게 개인정보의 사본 및 개인정보의 이용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문서형태 혹은 그 개인이 요구한 그 밖의 다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4)

대상기관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혹은 정정 요구에
따라야 하고 기관이

일 이내에 그러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위

30

30

일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대상기관은 개인에게 서면으로 요구에 따르는데
필요한 기간을 통지하여야 함
-

(5)

대상기관은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요청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정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음. 비용에 관한 사전 통지 및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이 그러한 비용이
부과되기 이전에 관련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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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요청 혹은 정정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의 상세내용을 대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미성년자의 동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동 법의 목적상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최소 연령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

권고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어도

13

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경험적 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

그러나 권고적 가이드라인은 대상기관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동의의 성격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실상 권고적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성년자가 효과적으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두고 있다.

-

이는 기관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한 동의를 구할 때 해당
미성년자가 동의에 대한 성격 및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기관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를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동의를 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평가

○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들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혹은 공개에
대한 사전 동의가 가능한 경우, 한정된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정 요청에 대한 부응 의무 등 다수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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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요건 부과는 개인정보의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오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싱가포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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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rivacy-law-effective-july-2-201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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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이슈

2.

유럽사법재판소, 인터넷사이트 열람시 일시적 복제
1

라고 판결

지침 위반 아니

EU

(2014.6.5.)

개요

☐

○ 유럽사법재판소

는

(ECJ)

년 6월 5일 인터넷사이트 열람 시 생성되는 스크린 복제와

2014

캐시 복제는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이거나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EU 정보화
사회 저작권 지침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4)

☐ 사실관계

○

영국의 홍보 컨설턴트 협회인
뉴스 저작권 관리단체인

PRCA(Public

NLA(Newspaper

Relations

Consultants

와

Association Ltd)

Licensing Agency Ltd and others)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으로 EU 정보화 사회 저작권 지침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다투고 있다.

○

(

홍보컨설턴트 협회

PR CA)

뉴스 제공 업체인

Meltwater

그룹 에서 서비스 이
5)

용자에게 이용자가 입력해 놓은 키워드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된 언론사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하급심법원이
위해 라이센스나

가

PRCA

서비스를 이용하기

Mealtwater

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자, 영국최고법원에 상고를

NLA

제기 하였다.

○

뉴스저작권 관리단체

(

NLA)

Meltwater

회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의 모니터링

리포트를 보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사이트의 열람에는 이용자의 컴퓨터 스크린에 복제가
발생하고(이하 ‘온 스크린 복제’,
4)

Directive

2001/29/EC

harmonisation of
5)

of

the

European

‘the

Parliament

on-screen

and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http://www.meltwa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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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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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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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캐시복제(이하 ‘캐시복제’,

‘the cached copies’)

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

☐

○ 영국 최고법원 제청 법원 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사이트를
(

)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하지 않고 열람만 하였더라도 온 스크린 복제나 캐시 복제가
생성되고 이러한 복제는

저작권 지침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자의

EU

동의가 필요 없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EU 정보화 사회 저작권 지침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복제행위가 ① 일시적인 경우,
②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인 경우, ③ 기술적 과정의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지침 제2조에 규정된 복제권으로부터 제외된다.

○

(

일시적인 경우)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열람하는

경우 생성되는 복제본은 인터넷 브라우징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
이고,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접속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의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

온 스크린 복제와 캐시 복제는 단지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 사용된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만 유지되고 복제본의 삭제에 사람의 판단이
필요 없다.
캐시 복제는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서도 삭제될 수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

이를 삭제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캐시의 성능
이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의 범위와 빈도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교체된다.

○

(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인 경우) 온 스크린 복제와 캐시 복제는 오로지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

(

기술적 과정에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경우 ) 온 스크린 복제는 관련

기술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터넷 브라우징의 응용기술의 보편적인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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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캐시가 없다면 오늘날 온라인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볼륨을 관리할
수 없고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

따라서 온 스크린 복제와 캐시 복제의 생성은 인터넷 브라우징과 관련된 기술
적인 처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영국 최고법원은 언급한 복제가 일시적인 것인지

,

순간적이

거나 부수적인 것인지 기술적 절차의 중요한 일부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이러한 복제는 지침 제5조 제1항의 그 밖의 다른 요건을 당
연히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영국 최고법원은 본안 절차를 중지하고 아래의
이들 복제가
부수적이고

(3)

EU

지침 제 5조 제 1항의

(1)

6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면,

일시적이고

(2)

순간적이거나

기술적 절차에서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부분인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1)

최종 이용자가 다운로드 없이 , 출력 없이 또는 이와는 달리 복제본을
생성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는 경우

2)

이 인터넷 사이트의 복제가 자동적으로 스크린이나 최종 이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인터넷 캐시에서 생성되는 경우

3)

인터넷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브라우징을 위해서 이용되는 기술적 절차
를 위해서 이러한 복제본의 생성을 피할 수 없는 경우

4)

최종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떠날 때까지 스크린에서 온 스크린
복제가 남아 있고, 자동적으로 컴퓨터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삭제되는 경
우

5)

최종이용자가 다른 인터넷사이트를 열람하여, 캐시복제가 다른 내용에 의
해 덮어 쓰기 될 때까지 캐시에서 캐시복제가 남아있고 그런 다음 이것이
자동적으로 정상적인 컴퓨터의 운영으로 삭제되는 경우

6)

그 복제가, 인터넷 이용에 사용되는

④와 ⑤의 상황에서 언급된 일상적

인 절차가 걸리는 것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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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지침 제5조 제1항은 일반적 규정이 아닌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목적에 적합한 예외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운영(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권리자와 보호저작물의
이용자 사이에 적정한 권리와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

(

기술적 과정에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지침 제5조

제1항은 기술적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일시적인 복제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규정에 기술적 과정에 사람의 의도가
개입될 수 없으므로

온 스크린 복제와 캐시 복제는 본안 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온 스크린 복제와 관련하여 컴퓨터에서 인터넷사이트를 보여주는 기술은 ,

-

이것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오늘 날의 기술 수준에서
그러한 복제의 생성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

○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이용된 기술적 과정과

(

관련하여, 이의 작동 기간이 해당 기술적 과정의 정확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
한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순간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야 한다. 자동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삭제하고 그러한 과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의 기능이
충족되는 즉시 자동화되어야 한다.
-

하지만 자동적 삭제의 요청은 기술적인 과정을 종료하기 위해서, 사람의 개입이
삭제에 앞서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안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
과정은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종료되는 것은 허용된다.

○

뉴스저작권 관리단체인

NLA

의 견해에 반해서 온 스크린 복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브라우저를 열어 인터넷사이트에 머무르는 동안 저장된다
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사이트의 열람을 위해서 이용된

- 28 -

인터넷 법제동향

기술적 과정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온 스크린 복제의 존재 기간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열람을 위해
이용된 기술적 과정의 정확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한된다. 그 결
과 이 복제들은 일시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캐시복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열람을 위해
서 이용한 기술적 과정을 종료하는 시점에 캐시복제는 삭제되지 않는다. 왜
냐하면 이들은 이후에 이 사이트의 열람을 위해서 캐시에 저장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러한 복제가 이용된 기술적 과정의 측면에서 성질상 부수적이
라고 한다면, 이 복제는 순간적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다.

○

이로부터 캐시복제는 본안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 절차에 대해서
독자적이지도 않고 독자적인 목적에 기여하지도 않으므로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따라서 온 스크린 복제 및 캐시복제는 지침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동일한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동의를 추가로 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 과정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열람하는 것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서 인터넷이용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발행인으로부터 야기되는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복제본의 생성은 열람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저작물의 이
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침 제5조는 최종 이용자가 인터넷사이트를 열람
하는 경우 생성되는 스크린 복제와 캐시복제는, 이들이 일시적이며 순간적
이거나 부수적이고 기술적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요건과 예외의 모두 충족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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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판결문 전문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53302&pageIndex=0&docla
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300840
http://www.cr-online.de/366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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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C

의 새로운 오픈인터넷규칙과 사업자 간 갈등 양상

☐ 개요

○

미

FCC

는 연방법원의 오픈인터넷규칙의 일부 무효 판결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 규칙을 채택하였으나, 인터넷망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갈등 확산
양상을 보였다.

○

2014

년

1

월

14

일, 미연방 항소법원은 인터넷망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 오픈인터넷규칙 중

FCC

일부가 인터넷망사업자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6)

※ 미국 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는
2010년 12월, 망 중립성 규제를 위한 오픈인터넷규칙7)을 발표하여 인터넷망사업자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차단금지(Anti-blocking) 및 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 요건을
부과해 옴
-

이에 따라

2014

년

5

월

오픈인터넷규칙(Open
making)

☐

V erizon

을

v.

5

15

Internet

인의 위원 중

FCC

일, 신임 위원장 톰 윌러(Tom

3

Rules)

입법예고안(Notice

of

가 제안한

Proposed

Rule

인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의 판결 내용

○ 인터넷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무규제 대상인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

이고 사전규제를 받는 ‘공중통신사업자(Common

Service)’
FCC

Wheeler)

가 아니므로

Carrier)’

가 인터넷망사업자에 대해 차별금지 및 차단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시하였다.

6)

Verizon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o. 11-1355 (D.C. Cir. Jan. 14, 2014).

7)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25 F.C.C.R. 17905 (2010).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10-201A1_Rc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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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단금지 원칙
(No blocking)
차별금지 원칙
(No unreasonable
discriminati
on)
투명성 원칙
(Transparency)

Ÿ

Ÿ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비고
“인터넷 망사업자는 Common Carrier가 아닌 Information Service로
분류되는데, 차단금지와 차별금지가 본질적으로 Common Carrier에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FCC가 증명하지 못했다. 이는 무효
Common Carrier 규제를 Information Service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오픈 인터넷 규칙에서 차단금지와
차별금지를 무효화 한다”
“투명성 원칙은 차단금지 및 차별금지 원칙과 별도로 분리하여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투명성 원칙은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유지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서의 이득이
되었다. 따라서 투명성 원칙은 유지한다”

☐ 새로운 오픈 인터넷 규칙 입법예고안의 내용

목적
(§8.1)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

Ÿ

Ÿ

투명성
원칙
(§8.3)

차단금지
(§8.5)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실행금지
(§ 8.7)

Ÿ

Ÿ

2014년 입법예고안
Ÿ 개방된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을 보호·발전
개방된 플랫폼으로서의 인터넷 유지 시켜 통신능력(Capability) 향상 촉진
Ÿ 인프라 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Ÿ 인터넷망사업자는 1)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2) 콘텐츠사업자들이 인터넷 상품을 개발·
출시·유지할 수 있고, 3) 인터넷망사업자
차단금지 원칙과 불합리한 실행금지
인터넷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들이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관하여 원칙을
적절한 선택을 하고, 콘텐츠사업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등이 서비스를 개발·출시·유지 Ÿ 본 항의 정보 공개시 인터넷망사업자는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확한 소스, 타이밍, 속도, 패킷손실, 정체 지속
정보를 공개해야함
기간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
Ÿ 차단, 속도제한, 유료 최우선망 배열 등
기타 네트워크 실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최종사용자, 인터넷망사업자, 위원회에
공개해야 함
인터넷망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유해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차단해서는 안됨
Ÿ 인터넷망사업자는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인터넷망사업자는 합법적인 네트 실행을 해서는 안됨
워크 트래픽 전송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됨
Ÿ 단,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실행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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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망사업자와 인터넷콘텐츠사업자 간 갈등 논란(넷플릭스

○
-

v.

버라이즌)

의 새로운 입법예고안 채택 후 망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갈등 확대

FCC

인터넷콘텐츠사업자 넷플릭스는 이용자로부터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리다는 불
만이 제기되자 이용자에게 버라이즌(인터넷망사업자)의 회선에 트래픽이 몰리
는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

버라이즌은 이에 대해 넷플릭스 자체의 문제이거나 제3의 중개사업자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반박하였고,

-

이에

는 인터넷 전송속도 문제와 관련하여 넷플릭스와 버라이즌과의 피어링

FCC

계약(Peering

을 조사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Agreement)

※ 피어링 계약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네트워크 남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합의하는 계약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하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 망 사용료(Wholesale
Charge)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므로, 모든 콘텐츠는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과
상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 향후 지속적 논란 예상

인터넷망사업자) 새로운 오픈인터넷규칙은 가입자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

(

으로 원하는 콘텐츠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므로 사업모델의 개발,
광대역망 투자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

인터넷콘텐츠사업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MS

등은 새로운 오픈인터넷

규칙은 인터넷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졌으며, 일부 콘텐츠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하는 것은 다른 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업체에게 빠른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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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차별이고, 할증요금을 낼 능력이 없는 스타트업 또는 소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소비자 입장) 새로운 오픈인터넷규칙은 장기적으로는 가정과 기업이 추가비용을

(

내고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통신망 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망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

향후 콘텐츠 이용 확산 등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에
대한 신중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http://transition.fcc.gov/Daily_Releases/Daily_Business/2014/db0515/FCC-14-61A1.pdf
http://www.politico.com/story/2014/05/fcc-approve-net-neutrality-proposal-open-internet-1067
20.html
http://www.politico.com/story/2014/05/net-neutrality-fcc-tom-wheeler-106605.html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4/05/fcc-votes-for-internet-fast-lanes-but-could-change-its-mindlater/
http://blogs.wsj.com/law/2014/05/15/fcc-votes-to-move-ahead-on-new-internet-rules/
http://mashable.com/2014/05/15/fcc-broadband-utility-net-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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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호텔 무선랜 운영자에게 인터넷접속 중개자 면책인정 판결

3

□ 개관
○ 년
2014

월

일 독일 함부르크 구법원은 호텔에서 무선랜(WLAN)을 운영하는

6

10

자는 자신의 무선랜을 통하여 손님이 행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

TMG)

제 8조에 의하여 면책되어 직접 행위자나 방조자로서의

책임은 물론 방해자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사실관계
○ 원고 영화의 제작자이자 저작권자인 원고는
(

)

2012

년

A

7

월

21

일과

22

영화가 여러

A

주소를 통해

IP

일 파일 공유사이트인 유토렌트 이용자들에게 불법

다운로드 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한 후 조사된

주소는

IP

피고의 호텔 인터넷 접속망임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

원고는

B

2012

회사에게 저작권 침해의 조사와 이에 대한 기록을 위탁하였다.

년

9

월

11

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고 충분한 보호
조치(파일 공유에 필요한 포트를 차단하거나 호텔 고객에게 이를 교시할 수
있는 등)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소송 전 절차에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였다.

○

피고)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운영자인 피고는

(

2012

년

월

7

일

21

어떤 고객에게 방을 지정하였고 그 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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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데이터보호법상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 호텔 고객들은 호텔 접수대에서 문의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접속 데이터를 받아서 무선랜과 유선랜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 이때 고객은 개별적으로 선택한 인터넷 접속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조건을 확인하여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 남용이
추정되는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고지를 받게 된다 .
-

피고는

2011

년

2

월부터

C

회사에게 위임하여 인터넷 게이트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인터넷 게이트는 인터넷의 접근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이튠즈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악이나 비디오와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 판결 내용
○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 없음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인 텔레미디어법 제8조가 적용되어
소송의 대상인 무선랜 등 인터넷 이용행위가 피고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행위자나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참고> 텔레미디어법 제8조 (타인 정보의 중개에 대한 책임) 제1항
ISP가 전달을 야기하지 않거나, 전달되는 정보의 수신자를 선별하지 않거나, 전달되는
정보를 선별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ISP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달하거나 이용접속을
중개하는 타인의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텔레미디어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

피고는 호텔 모든 손님에게 무선랜 네트워크의 이용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인터넷의 접근을 중개하고 있는 ‘접속중개자’(Access Provider)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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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존 판례들이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하게 문제로 삼지 않은 텔레
미디어법 제8조의 적용가능성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무선랜 운영자
영리 비영리)에게 제8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 않았다.

(

-

권리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타인이 이 접속망을 이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한 경우에 접속자의 행위성에 대해 사실상 추정은 근거로 사용
되지 못한다.

-

운영자의 책임은 운영행위 외에 적어도 이용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설령 피고가 그의 고객이 인터넷접속을 통해 파일교환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용인했다 하더라도, 혹은 그가 자신의 고객을 통해
이러한 권리 침해를 예상했더라도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이용행위를 알았다는
점은 도출할 수 없다.

○ 피고에게 방해자 책임 없음
-

피고는 방해자책임의 관점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점검의무 및 감시의무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방해자 책임이란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타인의 권리
침해에 직 간접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그 침해에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민사책임을
말한다.

<참고> 방해자 책임 요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례
“절대적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 행위자도 참가자도 아니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욕적으로 상당
한 원인을 제공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기여한 자는 방해자로 청구될 수 있다. 피청구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할 법적 사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행위하는
제3자의 행위를 원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여한 것으로 본다. 방해자 책임은 제3자의 손해로
확대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직접 행위자로도 참가자로도 청구될 수
없는 제3자에게 방해자의 책임은 기대가능한 행위의무, 특히 점검의무를 요건으로 한다. 방해자인
피청구인에게 제3자의 침해행위의 저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이의 기능과 임무부과를 고려하여 위법한 침해를 스스로 직접 행한 자의 자기
책임의 관점에서 정해져야 한다”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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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무선랜 네트워크를 영업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피고에 대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제공자의 방해자의 책임의 원칙은 처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

텔레미디어법 제8조를 방해자 청구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의 면책 평가는
발생하게 될 의무기준을 엄격하게 형성해야 한다.

※ 연방대법원도 텔레미디어의 기준을 전자상거래 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기준을 방해자책임과 관련하여 점검의무 및 감시의무의 평가에서
통합하고 있다.
-

연방대법원은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인식한 때부터
장래에 동일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필요하고 충분한 보호조치
-

피고는 이미 인터넷 게이트를 설치하여 접근가능성을 일부 제한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접근데이터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호텔 외부의 제3자가
이를 남용할 가능성은 감소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호텔손님에게 교시되었다.
※ 호텔운영자가 교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전통적인

접속 제공자의 경우 지시 및 교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포트의 차단은 필요하지 않다. 피고의 어느 포트가 충분히
차단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차단이 문제가 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 원고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파일공유를 이용한 권리침해의 경우 포트
차단을 통해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함부르크 지방
법원의 판결을 원용하였다.
-

피고는

3-4

년 전부터 호텔 접속을 통하여 유사한 권리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의 경고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권리침해는 인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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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언급된 원고의 보호 영화저작물은 경고를 받은 후에도 다시
침해되었다는 것을 원고는 증명하지 못했다.
-

피고에게 정당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없다.
자신의 호텔 손님에게 장애 없이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경제
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피고는 인터
넷 접속을 제한하였을 때 주요 고객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경제적 수입
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였다.

□ 평가 및 전망
○ 함부르크 구법원 판결은 텔레미디어법 제 조의 면책 규정을 상업적인 무선랜에
8

적용한 첫 판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문헌상의 지배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고 면책의 기본원칙들은 방해자 책임에도 전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우 존재하는 권리침해를 인식한 때부터 비로소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경향도 따르고 있다.

○

접속보안을 하지 않는 무선랜의 경우에도 이 판결이 원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인 접속중개자의 기본 원칙들이 적용되어 면책되는지는
독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

앞으로 항소법원인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기대된다.
이미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호텔 무선랜 운영에 적용했던 기준들을
고려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

○

독일 연방경제부 장관은

2014

년

7

월

2

일, 다가오는

8

월에 공개 무선랜의

경우 방해자 책임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예고하였다.

8)

8)
http://www.golem.de/news/bundeswirtschaftsminister-gesetz-gegen-stoererhaftung-von-wlans-im-august-1
407-1075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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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http://www.offenenetze.de/2014/06/23/keine-haftung-bei-betrieb-eines-hotel-wlans-ag-hambur
g-wendet-privilegierung-des-§-8-tmg-an/
http://www.abmahnwahn-dreipage.de/Steffen/PDF/AG_Hamburg_25b_C_431-13_Haftung_Hotel.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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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보호위원회, 앱(APP)개발자와 제공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

4

(‘14.6.16)

☐ 개요

○

독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D

ü

sseldorfer

요구되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지침서 를
9)

※

Kreis)
2014

는 앱개발자 및 앱제공자에게

년

6

월

16

일 발간했다.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공공분야에서 독일의 연방 및 각 주의 정보보호기관 사이의 교류 ,
협력 ,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기관은 지침서를 통하여 모바일 앱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해당
정보처리책임자가 데이터보호법상의 요청과 기술적인 요청을 준수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특정한 법적 문제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략 예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앱 개발자와 앱 제공자에게 유익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주요내용

○

(

대상) 이 지침서는 비공공분야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의 개발자와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앱은 텔레미디어(정보통신미디어) 서비스에 해당하며
앱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는 텔레미디어법(정보통신미디어법,

TMG)

제11조

이하의 데이터보호법 규정이 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지침서의 중점은 앱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과 태블릿 용 (온라인)앱과 관련이 있다.

○

(

절차) 앱 개발자는 이미 앱의 기원단계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데이터보호법상의

규정들을 인식해야 하고 데이터보호에 적합하도록 구상하여야 한다(privacy
design).

9)

그리고 데이터보호에 친화적으로 설정함으로서(privacy

Orientierungshilfe zu den Datenschutzanforderungen an App-Entwick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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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앱이 제공될 때에 데이터보호법상 결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발자
가 적용단계에서 (예를 들어 결함 신고와 관련하여) 개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
여 이용하는 경우 개발자는 이미 데이터보호법상의 요청을 준수해야 할 수범자가
된다.

○ 앱의 개발과 제공에는 허용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기 때문에
앱이 데이터보호에 합치되지 않게 제공된다면, 앱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책임자로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
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앱의 개발과 제공에 있어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은 데이터보호법상의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요내용
Ÿ

데이터보호법 규정이 적용범위는 데이터 처리 책임자의 소재지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이들이 독일 내에 있는 경우에는 독일법이 적용된다. 앱 제공자가 EU나 유럽
경제공동체(EWR) 외부에 있거나 EWR의 내부에 상응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앱을 통해서 개인 관련 데이터가 독일에서 수집되어 이용되는

적용범위

경우에만 독일 데이터보호법이 적용된다.
Ÿ

적용대상은 이용자의 IP주소, 기기번호 및 카드번호(예를 들어 IMEI, IMSI,
MAC 주소, USID, MSISDN),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전화의 명칭, 위치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목소리를 녹음한 오디오 데이터나 녹화한 사진 및
영상데이터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관련 데이터에 해당하며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Ÿ

앱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수집하여 단순히 제공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법상 책임자로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범
위를 통지하고 관련 데이터보호법상의 요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
다. 또 앱 이용자들을 위해서 정보요청이나 삭제를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책임

Ÿ

개인정보가 앱 제공자의 수탁자에 의하여 수집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제공자는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제11조에서 기인하는 의무의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

Ÿ

서비스 제공자가 제3국에 있는 경우에 추가 의무가 존재한다.

-

가령 앱개발자가 제공자의 지시를 넘어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자가 책임을
진다. 만일 앱 스토어 제공자가 추가적으로 개인 관련 데이터를 등록하게
하여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도 데이터보호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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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데이터보호법에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

개인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허용은 기본적으로 법률 규정이나 이용자 및 관련자의 동의에
근거하고 있다.

Ÿ

BDSG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며, TMG의 데이터보호규정(같은 법
제11조 이하)은 특별규정으로서 앱의 경우 이 규정들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집되어 이용되는 데이터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항상 TMG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자 기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데이터, 지불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와 이용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제15조가
핵심이며 이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앱을 통해서 적용자에게 조회되는 내용정보는
일반적으로 BDSG가 적용된다.

Ÿ

(제14조) 서비스제공자는 텔레미디어의 이용에 관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 관계의 근거, 내용 또는 변경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허용 요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어떠한 개인 관련 데이터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 이용계약에 따라서 정해진다.

-

앱을 통해서 수집되지만, 텔레미디어인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텔레미디어 서비스 외부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집되어 이용되는 개인 관련 데이터는
이용자 기본정보에 포섭되지 않는다.

Ÿ

(제15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개인 관련 데이터는 이용데이터로
규정하고 있다.

-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표지, 이용의 시작과 종료 및 범위에 관한 정보,
이용자가 사용한 텔레미디어에 관한 정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모든 개인
관련 데이터가 이용데이터에 해당한다. (IP주소나 구체적인 경우 명확한 인식번호
또는 위치정보도 이용 데이터에 해당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용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은 허용된다).

Ÿ

(제15조 제3항)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데이터를 근거로 이용 프로파일의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프로파일은 광고, 시장조사 그리고 수요에
맞는 텔레미디어의 형성을 위해서 익명으로 할 수 있고 이용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파일의
작성

Ÿ

(제15조 제5항 제3문) 서비스제공자와 이의 수탁자만이 광고목적으로 익명
화된 이용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제3자에 의한 이용데이터
의 이용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다른 서비스제공자의 시장 조사 목적으로
익명화된 이용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다.

Ÿ

(제15조 제3항 제5문, 제13조 제4항 제6호)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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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용프로파일의 작성과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통지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적어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하여 행해져야 한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P주소와 같은 명확한 기기
번호와 카드번호는 익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익명의 이용프로파일과
익명화된 자에 관한 데이터를 조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Ÿ

이의제기 가능성은 효과적이고 적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의제기권을 행사
하기 위해서 직접 Opt-Out 가능성이 이용자에게 클릭만으로 활성화 되어
야 한다. 다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Ÿ

익명으로 된 자동화된 이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Opt Out Cookie).

Ÿ

당사자가 익명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존의 프로
파일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효과적으로 익명화하여야 한다.

-

특히 앱과 관련하여 제15조 제3항에 의한 익명의 이용프로파일의 작성은
범위측정을 위하여 허용된다. 이 범위측정을 이용하여 앱제공자는 자신의
앱 서비스가 어느 범위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서비스에서 범위측정을 위해 적용된 분석절차가
앱에도 적용될 수 있다.

Ÿ

이용자가 특별한 설치를 통해서 자신의 단말기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 자신의
이용데이터의 처리를 광고목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러한 의사표시는
이의제기로서 평가된다는 것을 서비스제공자가 고려하여야 한다.

Ÿ

법률상 허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및 이용자의 유효한 동의로 가능하다.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제4조a는
동의의 자발성과 통지 수령 외에도 기본적으로 서면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일 경우 같은 법 제4조a 제1항 제3문은 예외를 두고 있다.

동의

Ÿ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전자적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Ÿ

이용자는 자신의 동의를 인식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전에 만들어진 양식에 동의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동의가 기록되고,
이용자가 동의의 내용을 불러낼 수 있어야 하고 동의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이용자가 동의를 하기 전에 고지 되어야 한다.

○ 데이터보호기본원칙
-

지침서는 데이터보호법의 영역에서 데이터보호기본원칙들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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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용
Ÿ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 법률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등 특별한 영업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4조 제2항 제2문).

직접수집의 원칙

Ÿ

앱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지를 받아야 한다.

-

예를 들어 주소록 앱이나 사회관계망과 관련한 앱의 경우 제3자에 의해
데이터가 수집되어 이용되는 경우에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Ÿ
데이터회피원칙 및 최소수집원칙

가능한 한 개인 데이터는 적게 수집, 처리, 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6a항의 가명화 또는 제3조 제6항의 익명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앱 개발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개인 관련 데이터만이 수집되고 이용되도록 준수
되어야 한다.

가명 및 익명

Ÿ

이용의 원칙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제13조 제6항에 의한 텔레미디어의
이용과 이의 제기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개인 데이터와 관련한 모든 것은 특정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목적의 추구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구속성의
원칙

-

이용자가 앱을 설치할 때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처리자는
오로지 목적의 적합하고 필요한 데이터에만 접근해야 한다. 즉 네비게이션 주소가
앱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나 이용자의 접촉 정보가 있는 기기의 전체 주소록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Ÿ

개인 관련 데이터가 처리 단계를 통해서 변경되어 정보의 내용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다른 기준들이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적절하게 전환될 수 있다.

필요성의 원칙
-

위치정보는 실제 필요한 정도로만 전달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위치를 미터
단위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보통 필요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저장 기간도
필요성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

앱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앱을 이용하기 이전에 개인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의 종류, 범위 및 목적을 그리고 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텔레미디어법 제13조 제1항 제1문).

-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은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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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이후에 이용자의 신원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 관련 데이터의
수집 또는 이용의 자동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제13조 제1항 제2문).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은 제공된 서비스의 확인 이후가 아닌, 앱이 앱 스토어에
올려지는 시점과 이용자가 자신의 기기에 앱을 설치하는 시점에 이미 알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기 전에 가능해야 한다.

-

앱 제공자는 앱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통지하는 방식과는 별도로
이용자가 언제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앱 설치 시에는 이용자의 권한이 제한되므로 앱 제공자는 인터페이스를 통
해서 기기의 기능과 기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앱은 카메라, 마
이크, 통화목록, 위치, 전화,

SMS

등과 같은 기기의 기능에 잠재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반면에, 단순히 웹사이트의 호출을 통해서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자의 기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

개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에 권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방법의 종류, 범위, 목적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한이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에는, 개별적인 권한과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접근이 명시되어야 한다. 불완전한 정보의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접근을 허용하지만 앱 제공자에 의한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위해서는 권한이
제한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지되어야 한다.

-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의 크기 때문에 앱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이용자가 언제나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 이용자 권리
-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경우 누구나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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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제35조에 의해서 데이터의 수정,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앱의 이용에도 적용되므로 앱 제공자는
이용자의 요청에 적시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 특수한 앱
- 지침서는 특수한 형식의 앱과 특수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가령 앱을 통한 지불이나 아동과 청소년을 통한 앱의 이용 또는 공공
기관의 앱의 이용 등이다.

※ 참고자료
http://www.lda.bayern.de/lda/datenschutzaufsicht/lda_daten/Orientierungshilfe_Apps_2014.pdf
http://www.delegedata.de/author/carlo-pi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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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통신정보보관에 관한 법률규정 위헌 판결

5

□ 개요
○ 년
2014
(

-

6

월

27

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통신정보보관에 관한 법률 규정

이하“통신정보보관법”)들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2014

년

4

월

8

일 유럽사법재판소가

EU

통신정보보관지침이

EU

기본권 헌장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내린 판결을 근거로 한다.

< 참고 >
※ 오스트리아 통신정보보관에 관한 법률
EU 통신정보보관지침 (2006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지침 2006/24/EC/EC으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기통신법, 형사소송법, 보안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 경과
○ 헌법소원 제기
(

)

오스트리아

Karntner

주 정부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정보 보관법이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다.
-

이에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통신정보 보관법이

EU

기본권헌장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요청하였다 .

○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EU

2014

년

4

월

8

일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에서 제기한

통신정보보관지침이 유럽기본권헌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ECJ,

8.4.2014

C-293/12,

C-594/12)

○ 이 판결을 근거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통신정보보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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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판결
○ 이의가 제기된 통신정보 보관법을 수용한 전기통신법

,

형사소송법, 보안경찰법

규정들은 유럽인권협약의 개인정보보호(데이터보호)기본권과 제8조 사생활 보장
기본권에 모순된다.
-

데이터의 저장의무, 데이터의 접근요건, 데이터 삭제의무 등의 명확한 법적인
안전조치들이 결여되어 있다.

-

보관되는 데이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이며,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이용방식 등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어긋난다.

○

통신정보보관으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는 데이터보호법과 유럽인권협약에
일치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

데이터의 저장, 데이터의 삭제 요청, 데이터에 접근 시 안전성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헌법상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

기술적 가능성의 확대가 인간의 자유를 위협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통신
기술이 공익에 해당하는 범죄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함을 헌법
재판소는 인정하고 판례를 통해서 보여 왔다.

○

따라서, 통신정보보관지침과 같은 규정들이 중대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으나 이의가 제기된 통신정보보관법은 비례성 원칙에 반하고
데이터보호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참고문헌

http://www.vfgh.gv.at/cms/vfgh-site/attachments/5/0/0/CH0003/CMS1403853653944/presseinfo
rmation_verkuendung_vorratsdaten.pdf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Oesterreich-Verfassungsgerichtshof-kippt-die-Vorratsd
atenspeicherung-2240832.html

- 49 -

인터넷 법제동향

이탈리아 정보보호위원회, 쿠키 및 인터넷 프로파일링 관련 가이드라인
6

발표

(’14. 6. 3)

☐ 개요

○

년 6월 3일 이탈리아 정보보호위원회(Garante

2014

는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웹사이트에서의 쿠키 사용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 하는
및 동의 획득을 위한 약식 절차(Simplified

쿠키에 관한 정보 제공

“

Arrangements to Provide Information

에

and Obtain Consent Regarding Cookies, provision no. 229 of May 8, 2014)”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쿠키 :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서 이용자가 본 내용, 상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번호, ID, 비밀번호, IP 주소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의 운영자(Publishers)와 제3자(Third

parties)

가

쿠키 이용 시,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을 의무와 고지사항(Information
notice)

을 제공할 의무에 대하여 간소화된 절차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배경 및 경과
○ 최근까지 이탈리아는 웹사이트 이용자의 프로파일링

(Profiling)

에 필요한 쿠키

사용에 대하여 웹사이트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
으며,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Code)

제13조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쿠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만 부담하고 있었다.

○ 동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따라 웹사이트 이용자의 쿠키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운영자 및 제3자는

1

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으로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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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은 쿠키의 종류를 기술적 쿠키

와 프로파일링 쿠키

(Technical Cookies)

(Profiling

로 나누고 있는데, 두 종류 모두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Cookies)

Data Protection Code)

-

제122조1항과 관련이 있다.

기술적 쿠키란,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을 전달하거나 계약당사자 혹은 이용자
로부터 명시적으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쿠키를 말한다(가이드라인 전문 제1문단 a호).

-

프로파일링 쿠키란, 웹사이트 이용자의 프로파일 생성에 목적을 두고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행위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이용자의 선호 사항을
알아내고 광고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쿠키를 말한다(가이드라인 전문
제2문단 b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22조1항에 따르면 프로파일링 쿠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계약당사자 혹은
이용자가 통보 받은 이후 동의를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서, 정보의 저장 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122조 (구독자 또는 이용자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① 구독자 또는 이용자의 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자가 정보를
저장하거나, 작업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자통신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제133조의 행동규약은 전자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제13조에 따른 사전 정보에 근거
하여 동의한 구독자 또는 이용자가 요구한 통신을 전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간 내에 기술적 보관과 관련한 특정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처리목적 및 기간은 상세하고 분명하며 정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쿠키는 프로파일링 쿠키이며, 기술적 쿠키의

설치에는 웹사이트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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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운영자는 프로파일링 쿠키와 관련한 정보를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쿠키사용에 대한 해당 이용자의 동의 받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 접속 시 프로파일링 쿠키 사용과
관련한 간략한 정보가 포함된 배너가 동 웹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너는 동 웹사이트가 프로파일링 쿠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야한다.

-

또한 배너는 링크(link)와 같은 수단을 통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쿠키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여, 쿠키의 사용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배너의 이중 설계).

-

상세 정보에는 쿠키를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설정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또한 배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웹사이트 이용자의 행위는 본인의 프로파일링
쿠키의 설치 및 이의 이용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 웹사이트 경영자는 당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나타낸 선택사항들을 추적하고
수집하기 위해 특정 기술적 쿠키를 사용할 수 있음, 웹사이트 이용자가
쿠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동의를 나타냈거나 특정 쿠키의 사용을 선택한
경우가 이의 예가 될 수 있다.

○ 제 자에 의하여 쿠키가 설치가 된 경우
3

,

웹사이트 경영자는 이러한 쿠키의

설치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가이드라인 전문 제4.2문단)
-

이와 관련하여 웹사이트의 경영자는 이러한 쿠키의 설치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공지 및 동의 제공 양식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반드시 해당 웹
사이트에서 쿠키 사용과 관련한 정보 공지 배너를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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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정보보호위원회는 동 결정 및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기존의 법제 하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면해온 불필요한 정보수집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자들은 새로운 결정에 현재 시스템에 맞게 바꾸기
위해

-

1

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웹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에 대해 부과된 의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쿠키 사용에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된 동 결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 참고문헌

http://www.garanteprivacy.it/web/guest/home/docweb/-/docweb-display/docweb/3167654
http://www.twobirds.com/en/news/articles/2014/italy/new-rules-of-the-garante-for-the-use-of-cookies
http://www.hldataprotection.com/2014/06/articles/international-eu-privacy/italian-dpa-publishes
-decision-on-cookies/
http://blogs.dlapiper.com/privacymatters/italy-new-rules-on-cookies-and-internet-profiling/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0fd3702-ef0c-4cdf-a542-2432213948dd
http://www.privacy.it/privacycode-en.html#sect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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