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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1.

전파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4.

1

□ 소관 상임위원회

:

10.

2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당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의 시행으로 시장질서가 교란됨에 따라 오히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시
장 가격이 높아지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해외 직접 구
매 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2014

년

12

월

4

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

파법이 해외 직접 구매 대행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한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가 예견됨

□ 주요내용
○

이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2726호 전파법의 개정규정을 삭제하여 계속 해외
직접 구매 대행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을 가능하도록 유지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2제10항 삭제).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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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1)

2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 수사 정보기관의 통신감청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
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수사 ·정보기관의 실시간
.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
어 감청 이후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함

○ 우선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에는 통신 감청이나 압수수색의 허가요건

,

허가절차, 집행과 통지, 감청설비 인가와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
러나 감청한 자료의 삭제 의무 규정, 감청 사실에 대한 제3자 통지 규정은
없음.

○ 이에 보다 제한적이고 투명한 통신제한조치 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감청 자
료 삭제 의무 규정과 제3자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제6조제
7

항 단서 조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허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합치(2009헌가30) 결정에 따라, 현재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재신청하고 있으므로, 연장 청구 단서 조항을 삭제하
려는 것임. 이 밖에 현행법 제9조의2제2항의 근거 조항 문구에서 오류가 발
견되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 조제 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6

7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

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2009헌가30) 결정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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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와 통신상대방(증거로

제출된 자에 한한다)에게 감청을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ㆍ제 항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2

).

○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즉시 통신제한
조치로 인하여 취득된 자료 중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

ㆍ제 항

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

2

).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 근거규정의 오기 문구를 수정함(안
제9조의2제2항).

○ 자료의 폐기

,

제3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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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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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7)

3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확보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으나, 공시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
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시의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임.

□ 주요내용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
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
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
도록 하며,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12조
등).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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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0.

4

□ 소관 상임위원회

:

1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규
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 방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유

·

지하고자 함 (안 제14조 제2항 제

66

·

조제2호 및 제3호 제66조의

2

제1항).

○ 시·도지사 실태조사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업무 등 단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
려는 것임 (안 제

※ 출처

:

국회

69

조제2항제1의3 및 제5호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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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4. 9.

5

□ 소관 상임위원회

:

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상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의 민간위원은 방송분쟁 조정과
‘

’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위원회 업무의 공공성
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
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4항 신설).

※ 출처

:

국회

(http:/
/
www.assemb ly.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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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일본,
1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情報財
(

(2014.

8.

)

거래에 관한 준칙

」개정

)

☐ 개요

○

2002

년

3

월 전자상거래, 정보재(

情報財 거래
)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문제에

대해서 민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

情報財 거래에 관한 준칙 이 제정되었다
)

.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준칙 으로 제정된 후

-

재(
-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2007

情報財 거래에 관한 준칙 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

년

전자상거래 및 정보

,

·

전자상거래와 정보재거래 등의 실무, 관련 기술의 동향, 국내 외 관련 규정
정비 등에 맞추어 수시로 개정되어 왔으며

2014

년

8

월 일부 수정사항과 신

규사항의 추가 등이 포함되어 다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

이 준칙은 학자, 관계부처, 소비자, 경제계 등의 협력을 얻어 경제산업성이
현행법의 해석에 대한 하나의 기준 내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정보재거래 등을 둘러싼 법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해 오고 있다.

情報財 거래에 관한 준칙의 주요 내용
○ ①전자 상거래 ②인터넷 상의 정보게시·이용 ③정보재거래 ④국경을 넘는 거래 등

☐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

,

,

,

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항에 대한 주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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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온라인계약의 청약과 승낙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의한 착
오 미성년자의 의사표시 취소 ② 온라인계약의 내용 ③ 네트워크상에서의
도용 ④ 미성년자의 의사표시 ⑤ 인터넷판매에서의 반품 ⑥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⑦ 인터넷 경매 ⑧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판매 ⑨ 공동구
(

전자 상거래)

,

,

(

)

매 쿠폰을 둘러싼 법적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소비자생성미디어 ＣＧＭ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위법정보 매개체 ② 타인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연결한 경우 법률상 책임 ③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제공 ④ 웹광
고 ⑤ 도메인 명의 부정취득 등 ⑥ 인터넷상의 상품정보 게시와 상표권침
해 ⑦
패스워드 등의 제공 ⑧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취득 ⑨ 사진 등
의 무단노출 ⑩ 인터넷과 저작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정보재거래 ① 라이센스계약의 성립과 사용자 반품 등의 가부 可否 ② 당
사자에 의한 계약체결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라이센스계약의 성립 ③ 라이센
스계약 중의 부당조항 ④ 라이센스계약의 종료 ⑤ 판매자가 부담하는 프로
그램의 부담책임 ⑥
・ Ｐ를 위한 서비스수준협정 ＬＡ
⑦ 소프트웨어 사용허가의 인적범위 ⑧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⑨ 소프트웨어 특허권행사와 권리남용 ⑩ 사용기능 사
용기간이 제한 된 소프트웨어의 제한해제방법을 제공한 경우의 책임 ⑪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나온 정보 및 데이터의 취급 ⑫ 디지털콘텐츠 인터넷제공
(

·

인터넷 상의 정보게시 이용)

erated

(

:

Consumer

Gen

Media)

P2P

,

ID,

.

(

)

(

SaaS

el

AS

(S

:

)

Service

Lev

Agreement)

,

의 법률문제(저작권), 계약종료 후의 디지털콘텐츠 이용, 전자출판물의 재전
송의무,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및 적용 법규
②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및 적용 법규 ③ 생산
물책임과 국제재판관할 및 적용 법규 ④ 인터넷 상의 명예 · 신용의 훼손
과 국제재판관할 및 적용 법규 ⑤ 국경을 넘은 상표권행사 ⑥ 외국판결 ·
외국중재재판의 승인 ·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경을 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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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

2014

년

8

월 개정된 사항은

①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의한 착오 ②미성년자
,

의 의사표시 관련 조항이다.

○

(

소비자의 조작 실수에 의한 착오)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최근에

iness

To

Client)

B2C

(Bus

전자계약에서 적은 조작횟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위

해 최종확인화면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문제
가 제기되자,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청약을 하는 경우에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와 관련한 사항이다.
-

전자계약법 제3조는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착오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개정을 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설명을 더하고 있다.

개정 전
Ÿ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서 청약을 할 의사나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화면상 확인을 요구
하는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전자계약법 제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음
Ÿ

사업자는 민법 제95조 단서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있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음

Ÿ

여기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로서는 청약을 할 의사의 유무 및 입력한 내용으로서
청약을 할 의사의 유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① 청약의 의사표시 확인이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설정하는 것
② 최종적인 의사표시가 되는 송신버튼을 누르기 전에 청약의 내용을 표시하고,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화면을 설정하는 것
개정 후
Ÿ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서 청약 의사나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화면상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 전자계약법 제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음
Ÿ

사업자는 민법 제95조 단서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있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음

Ÿ

여기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로서는 청약을 할 의사의 유무 및 입력한 내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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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할 의사의 유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① 확정적인 청약이 되는 송신버튼이 존재하는 동일 화면상에 의사표시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해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청약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설정할 것
② 확정적인 청약이 되는 송신버튼을 누르기 전에 청약의 내용을 표시하고 거기에서 정정하는 기
회를 부여하는 화면을 설정할 것
※

최근에는 위의 ②의 방법에 따라서 입력화면과는 별도로 ‘최종확인화면’으로 청약의 내용
을 표시하고 거기에서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화면을 마련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
러나 ①의 방법에 따라서 소비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일 화면상에 청약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을 소비자에게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신버튼을 마련한다면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입력
화면과는 별도로 ‘최종확인화면’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다만, ‘최종확인화면’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력화면 상의 버튼의 클릭은 최종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소비자의 믿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최종확인화면’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모두 표시해서 소비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의사표시가 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분
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입력화면과 동일화면의 별도 부분에 의사표시의 내용을 나타내는 화면이 마련되거
나 표시되고 있는 것의 송신버튼이 입력화면 측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등, 의사표시의
내용이 동일화면 상에 있다고 해도 확정적인 청약이 되는 송신버튼과 전혀 다른 곳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사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송신버튼을 클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종확인화면’을 마련하지 않으면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충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전자계약법 제3조의 의사의 표명에서 위의 경우에 소비자가 ‘확인을 요구
하는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의 규정
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개정 전
Ÿ 개정 전에는 소비자 스스로가 앞의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청약이나 의도와 다른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에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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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
Ÿ

‘의사의 표명’이란 소비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확인조치의 제공이 필요하
지 않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분명하게 밝힌다는 취지로 소비자가 확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 희망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자에 의해 강제로 동의하게 되거나 의도적으로 유도되는 경우에
는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의사의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Ÿ

즉, 확인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동의한
다고 간주한다’라고 하는 경우나 ‘확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표명한다’라는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의사의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 후
Ÿ 실제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는 표시공간의 제약 등으로 확인화면의 생략을 선택하는 경우에 ‘확인
화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쪽을 클릭’이라는 것과 같이 확인화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
의 문장을 기재한 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소절의 짧은 표현이 기재된 버튼을 클릭
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Ÿ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된 버튼의 클릭이 ‘확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택이라는 것
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클릭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해당 버튼의 취지가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
아서 생략해서 표현된 버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클릭한 경우에는 확인을 요구하는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

(

미성년자의 의사표시)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온라인게임 등의 보급으로

미성년자가 고액의 결재 이용 등의 문제가 증가하자 미성년자 중 유년자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를 인정하거나 미성년자가 사술 을 이용한 경우
1)

를 판단하는 경우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단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 유년자2) 등의 청약
개정 전
Ÿ 대면거래에서는 용모 등의 외관,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가의 여부를 비교
적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비대면거래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미성년자
가 거래하는 경우가 종래의 거래보다 증가하고 있음
Ÿ

여기에서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행위능력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대면거래 일반적인 사항이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1) 사술이란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쓰는 술책을 의미한다.
2) 여기에서 ‘유년자’의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의사표시 부분의 각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의
사능력을 7~10세 정도의 지적능력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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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없음
개정 후
Ÿ 대면거래에서는 용모 등의 외관,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가의 여부를 비교
적 쉽게 판단할 수 있음
Ÿ

한편 전자상거래에서는 비대면거래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하는 경우가
종래의 거래보다 증가하고 있음. 여기에서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행위능력의 규정을 제한적
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대면거래 일반적인 사항이고 전자상거
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은 없음.

Ÿ

유년자등 의사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는 거래행위 자체를 유효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

- 미성년자의 사술에 대한 판단기준
개정 전
Ÿ 민법 제2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거래의 상대방에 대해서 성년이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오신(誤信)하도록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당해 미성년자는 당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도
록함
Ÿ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한정치산자라는 것을 오신하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 술책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치산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에 충분한 언동을 이
용해서 상대방을 오신하게 하거나 또는 오신을 강요한 경우를 포함함.

Ÿ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의 때에 화면상으로 청약자의 생년월일(또는 연령)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에
도 미성년자가 허위의 생년월일(또는 연령)을 입력해서 사업자가 상대방을 성년자로 오신한 경우
등에는 당해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잃을 가능성 있음.

Ÿ

사술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단순히 미성년자가 성년을 가장해서 생년월일(또는
연령)을 입력했다는 것으로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고의로 관련하는 회답을 유도한 것
은 아닌가의 여부 등, 최종적으로는 거래내용, 상품의 성질과 사업자가 설정한 화면구성 등의 사

정을 고려해서 판단함.
개정 후
Ÿ 민법 제2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거래의 상대방에 대해서 성년이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
다고 오신(誤信)하도록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당해 미성년자는 당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Ÿ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한정치산자라는 것을 오신하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 술책을 이용한 경
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치산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에 충분한 언동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오신하게 하거나 또는 오신을 강요한 경우를 포함함.

Ÿ

사업자가 전자계약의 때에 청약자의 생년월일(또는 연령)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으로 미성년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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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동의 없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에도 미성년자가 허위
의 생년월일(또는 연령)을 입력해서 사업자가 상대방을 성년자로 오신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이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Ÿ

미성년자가 사술을 이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잃게 됨.

Ÿ

미성년자가 사술을 이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미성년자가 성년자를 가장해서 생년월일(또는 연령)을 입력했다는 것만으로서 판단되는 것은
아닌 당해 미성년자의 연령, 상품 · 서비스의 성질, 상품의 대상자, 사업자가 설정한 연령입력을 위
한 화면의 구성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후에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함.

○

(

정보재 거래) 본 규정은 기존의 정보재 거래에서 다루던 라이센스계약 외

①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고 ② 디
지털콘텐츠의 인터넷상에서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문제 ③ 디지털콘텐츠
제공서비스 종료 후의 디지털콘텐츠 이용 ④ 전자출판물의 재전송의무 ⑤
에 새롭게

,

,

,

,

온라인게임에서의 아이템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

정보재 거래에 관한 사항 중 디지털콘텐츠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정한다. 온
라인게임, 전자출판물, 음악전송, 동영상전송 등의 사업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
기 때문에 정보재 거래 등에 관한 논점의 하나로 기존의 라이센스계약 외에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Ÿ

개정 전
본 항에서는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정보재의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사용허락계

약이라고도 함)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
개정 후
Ÿ 본 항에서는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정보재의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사용허락계
약이라고도 함)의 법률상의 문제점 및 최근 시장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에서의 법률상
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
Ÿ 일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란 전자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하나를 의미함
Ÿ

디지털콘텐츠의 특징은 전자출판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가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해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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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되는 경우로 이용단말기도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혹은 디지털콘
텐츠이용 전용단말기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
Ÿ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제공방법도 다운로드 등으로 1회 한정해서 제공하는 외에 인터넷에 접속하
는 것을 전제로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

Ÿ

디지털콘텐츠의 종류와 이용단말기는 다양하고, 서비스제공방법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며,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검토대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본 항에서 말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온
라인게임과 전자출판물의 제공, 음악전송, 영상전송 등과 같이 CD나 DVD 등의 캐리어미디어에 고
정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콘텐츠로 함.

디지털콘텐츠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문제의식이 희박하고

-

잘못된 인식 하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 등의 취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음악, 영화, 게임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대중에게 인터넷으로 업로드 한다든

-

지 대중에게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는 어떠한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업로드나 인터넷으로 제공을 한 디지털콘텐
츠가 해적판인 경우와 적법하게 입수한 것인 경우에 다른 점이 있는지 디지
털콘텐츠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인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상

-

에서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송신가능한 상태(음악,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업로더(uploader) 등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두는 것은 저작권
법상의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 송신권과 송신가능권을 침
해하는 것이다. 또한 업로드행위나 인터넷상에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전제로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권침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

업로드행위나 인터넷상에서의 제공행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해적판이든
적법하게 입수한 디지털콘텐츠이든 업로드행위나 인터넷상에서의 대중에 대
한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침해나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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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악,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음악이나 영상의 다운로드에 대

-

해서는 해당 음악이나 영상이 허락없이 업로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운
로드 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침해나 저작인접권침해에 관해
서 대가를 받았는가의 여부는 침해의 성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저작권침해와 저작인접권침해에 해당한다.

○

(

디지털콘텐츠 제공서비스 종료 후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스트리밍형(사용

자가 통신회선을 통해서 사업자의 서버 등에 접속하고 있는 사이에서만 디
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에서는 사용
자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전자데이터의 복제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종료 후에는 디지털콘텐츠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되지만, 다운로드형(전자데이터의 복제물이 사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전
하고, 통신회선이 단절되어도 사용자가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전자데이터
의 복제물이 남아있는 형태)의 서비스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종료 후
에도 사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계속이용이 허락되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디
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 종료형태에 따른 종료 후의 취급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디
지털콘텐츠를 이용할 권한을 잃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정지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제공사업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디지털콘텐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 제공서비스종료에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Ÿ

서비스의 종류형태와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 종료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에 대해서 서비스개시당초부터 서비스제고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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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간의 만료로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은 종료함.
Ÿ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에 서비스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동 계약에서 사업자가 언제라
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유효한 한, 사업
자는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Ÿ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전에 서비스종
료의 고지를 하고, 충분한 주지기간3)을 두고 서비스제공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주지기간의 경과
후에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해석함.

Ÿ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 해당 계약에서의 종료사유 등에 근거해서 종료시킨다면 계약종
류 후에 서비스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채무불이행책임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이 종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종료의 효과
Ÿ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이 종료한 후의 처리에 관해서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에 구체적으
로 규정이 있다면 계약 자체에 무효사유 등이 없는 한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종료 후의
권리관계는 당해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함.
Ÿ

제공서비스종료 후에도 사용자가 디지털콘텐츠이용 여부는 규정에 따름.

Ÿ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서비스가 종료한 후의 처리에 관해서 구체적인 규정내용
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문제발생 예방의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내
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망됨.

Ÿ

사후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에서 사업자의 서비스제
공의무는 소멸하고,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Ÿ

다운로드형의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디지
털콘텐츠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반환 내지 삭제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Ÿ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고, 당해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이 무
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업자는 대
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디지털콘텐츠반환의무 또는 반환을
대신하는 삭제의무를 부담함.

○

(

전자출판물의 재전송 의무) 디지털콘텐츠 중 특히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전송사업자의 플랫폼에서만 이용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용자 자신이

3) 충분한 주지기간은 사업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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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의 복제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
기의 고장, 교체 또는 단말기의 보존용량의 문제로 단말기에서 전자출판물
을 삭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전자출판물의 재전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전송사업자가 재전송을 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전자출판물전송사업자는 전자출판물을 구입한 이용자로부터 전자출판물의
재전송을 요구받는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전송을 할
의무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해서 이용규약에 규정이 있다. 이것이 전송사업와
이용자와의 사이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즉, 이용규약
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용규약의 합리적 의
사해석이나 이용자와 전송사업자의 묵시적 합의의 유무, 내용을 판단할 필
요가 있고, 전송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서 전자출판물의 재전송을 할 것을
약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서 약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범
위 내에서 재전송을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

온라인 게임에서의 아이템에 관한 권리관계) 온라인게임에서는 사용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얻는 아이템을 마치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
는 아이템은 게임 내의 ‘정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게임 내 아이템은 민
법상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유상으로 아이템을 취득한 직
후에 서비스가 종료한 경우, 사업자의 시스템문제로 사용자가 유상으로 취
득한 아이템이 소멸한 경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온라인 게임에서의 게임 속 아이템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이템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성립한 계
약의 해석에 따라서는 이용자가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와 법적보호에
상당하는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사용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취득 직후에 서비스가 종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고지의 상황, 게임에서 아이템의 위치 등에 따라서 채무불이
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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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자의 시스템문제로 사용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아이템이 소멸한 경
우에는 온라인게임의 서비스제공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불가피
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사업자에게 해
당 유상아이템의 소멸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스템의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 면책규정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가 해당 유상아이템의 소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결론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인터넷환경의 신속한 변화로 인해 기존 규
정이 새로운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어렵고 민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

○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해석기준으로서 전
자상거래 및 정보재거래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여 법률해석의 통일성과 기술
발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

우리의 경우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내지 논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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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일본 전자계약법]
http://law.e-gov.go.jp/htmldata/H13/H13HO095.html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関する準則 2013년 9월]
http://www.meti.go.jp/press/2013/09/20130906006/20130906006-3.pdf#search='%E9%9B%BB%
E5%AD%90%E5%95%86%E5%8F%96%E5%BC%95%E5%8F%8A%E3%81%B3%E6%83%85%E5%A
0%B1%E8%B2%A1%E5%8F%96%E5%BC%95%E7%AD%89%E3%81%AB+25'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関する準則 2014년 8월 개정판]
http://www.meti.go.jp/press/2014/08/20140808003/20140808003-3.pdf#search='%E9%9B%BB%
E5%AD%90%E5%95%86%E5%8F%96%E5%BC%95%E5%8F%8A%E3%81%B3%E6%83%85%E5%A
0%B1%E8%B2%A1%E5%8F%96%E5%BC%95%E7%AD%89%E3%81%AB+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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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 통신회사의 의무 완화하는
2

관한 조례

」 통과

(2014.

9.

「 공공장소의

통신장비에

29)

☐ 개요

○

시애틀 시의회

(The

티 설비(broadband

Seattle

City

Council)

는 시애틀 지역에 광대역 유틸리

boxes)

를 구축하려는 통신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요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N

ORDINANCE

utility

relating

to

일치로 통과시켰다(2014.

「공공장소의 통신장비에 관한 조례」

communication

cabinets

in

public

places)

를 만장

9.29.).

☐ 입법 배경 및 경과

○

(SDOT Director’s Rule 2-2009,

시애틀 수송부의 감독 규칙

)

이 규칙에 따라 통신회사

들은 새로운 유틸리티 설비 시 해당지역 100피트 (feet) 이내의 ‘주택소유자 60%이상의 승
인 및 서면 동의’를 얻어야 했다.

※ SDOT: 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Bill Schrier,

빌 쉬리어 (시애틀

前 기술담당책임관

; Chief Techonology Officer for t

는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유일한 도시인 시애틀에서

he City)

와

Century Link

Goo

과 같은 통신회사들의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gle

※ Century Link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통신회사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Century

는

Link

년부터 시애틀의 주민과 기업 고객에게 기가비트(gigabit) 인

2015

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였다.
Ÿ

이 사업은 신시내티에 근거를 둔 기가비트 스퀘어드 社가 시애틀의 14개의 지역에서 “dark fiber”
(검은섬유: 이용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속 인터넷 제공의 자금을 모으지 못해 계획이 무
산된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나고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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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새로운 조례는 주변

주택소유자들의

‘

60%

이상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통신회

사로 하여금 초고속의 기가비트 인터넷 전송에 필요한 작은 통신설비

인치

(36

미만 캐비넷)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인센티브 부여
-

인치 미만의 작은 통신설비로 빠른 연결 광대역을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

36

하고,

인치 이상의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반 인센티브

36

부여한다.

(dis-incentive)

○ 신설 및 삭제 규정
-

인접 부동산 소유자의 반대권

-

통신시설 설치

-

설치될 통신장비의 높이가

삭제.

(veto power)

피트 이내의 주민들의

100

이상 승인’ 요건 삭제.

‘60%

인치 이상일 경우 반경

36

피트 이내의 모든 주민, 기업

100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건으로 신설.
-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새 통신장비가

인치를 이상일 경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36

작업 요건 신설.
-

모든 사업자들의 이의제기를 해소하는 과정과 소요된 기간을 시애틀 수송부에 4분기
마다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신설.

☐ 평가

○ 시애틀 시장

는 새로운 기가비트 인터넷 제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기

Ed Murray

존의 “거대한 냉장고” 같은 유틸리티 설비를 규율한 법을 개정하여 많은 회사들이
시애틀에 섬유 광대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 시의원인

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 협의

Bruce Har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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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하며 차세대 섬유 광대역으로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자택근무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 기업과 신생 IT기업들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는 이번 입법을 통해

Century Link

‘SDOT

감독규정’이 일정부분 완화되어 주민

들이 바라는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만족하였다.

※ 참고문헌
http://www.geekwire.com/2014/seattle-approves-bill-allows-fiber-network-deployment/
http://clerk.seattle.gov/~scripts/nph-brs.exe?s1=&s3=118208&s4=&s2=&s5=&Sect4=AND&l=2
0&Sect2=THESON&Sect3=PLURON&Sect5=CBORY&Sect6=HITOFF&d=ORDF&p=1&u=%2F~p
ublic%2Fcbory.htm&r=1&f=G
http://www.geekwire.com/2014/commentary-four-reasons-google-fiber-will-never-come-seattle/
http://www.seattle.gov/transportation/docs/dr_sdot2-2009searchablet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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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내무부,

3

「

IT

」초안 제출

보안법

(2014.

8.

20)

☐ 개요

○

2014

년

8

월

20

일 독일 연방 내무부는

IT

시스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및 사이버 보안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the

Draft

IT

Security

Act,

이하

IT
IT

보안법 초안)을 제출하였다.
-

현재 동 법안은 경제부, 법무부 및 통신부 등 여러 다른 부처와의 협의과정
을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과정은 향후

3

개월 내지

4

개월 정도의 시간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배경 및 경과

○

보안법 초안은 초고속 데이터라인의 확대, 인터넷 보안 및 사이버 관련 기업

IT

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 연방정부의 “디지털 어젠다(Di
의 일부이다.

gital Agenda) 2014-2017”

○

년 연방정보기술보안강화법

2009

(Act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Federal Information

을 개정한 2013년 개정법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4)

Technology)

-

정보통신 보안 및
기반 시설(critical

-

시스템과 관련 있는 여러 다른 법을 개정함으로써 소위 “주요

IT

을 법의 적용범위로 포함하고 자 한다.

infrastructures)”

동 초안의 적용범위가 되는 시설은 개별적인 법령(ordinance)에 따라 결정이
된다.

4) 2013년 개정법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경우 이를 독일연방정보보호사무국(the German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에 보고할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띤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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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 내용

○

(

목적)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구속력 있는

보안기준을 제시하고, 독일 국가 사이

IT

버보안 기관인 독일연방 정보보호사무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

(

주요 내용) 정보통신 및 텔레미디어 기업들에 대하여 IT보안 의무를 기존에 적용 되던 의

·

무에 추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기반시설의 조직적 기술적 조치 의무 등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다.

☐ 기업의

○

IT

보안 의무 강화

통지의무)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공공 정보통신

(

네트워크 운영자는 보안상의 문제에 대하여 지체없이 연방 네트워크 기관에 통
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사후조치) 이용자에게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야기된 혼란을 통지하고 이를 해결하

(

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불법접근 방지)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맞춤형 텔레미디어 서비스 승인 절차

(

의 보안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처리 및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를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이 초안은 독일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독일연방

정보보호사무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 주요 기반시설 운영자 의무 강화

○

주요 기반시설의 조직적

(

년 이내에

· 기술적 조치 등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자는 법령의 발효 후
)

2

시스템 및 주요 기반시설의 기능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 혹은 절차를

IT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조직적

·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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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는 각 부문에 대한 보안 기준을 제시하고 독일연방 정보보호사무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

주요 기반시설의 통지의무 등

(

)

주요기반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주요 기반시설

이 작동불능 상태 혹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나 절차의

IT

장애와 관련하여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기반시설의

IT

시스템 구성요소 혹은 관련 기반시설 자체의 작동불능 상태 혹

은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중개자를 지명하여 그 중개자를 통해 독
일 연방 정보보호사무국에 운영자의 신원과 함께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외의 모든 경우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자는 중개자를 통하여 익명의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

☐ 평가
◌

IT

보안법 초안은

년 의제로 올랐던 이전 초안에서 제기된 주된 이슈들을 고려

2013

하고 있다.
-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작
동불능이나 장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통지할 때 해당
기반시설의 운영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이미

2013

년부터 다루어졌던 부분이다.

○

독일이 오는

2014

년

11

월 유럽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유럽연합 집

행의원회의 사이버보안전략 초안(정식 명칭은
Parliament
mmon

and

level

of

of

the

Council

network

and

concerning

information

“Directive

measures

security

to

across

of

ensure
the

련하여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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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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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이슈
독일 고등법원,
1

Facebook

대하여 책임없다고 판결

□ 개요
○ 쉴레비히

팬페이지 운영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2014. 9. 4)

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주(

州

행정고등법원은 페이스북 팬

)

페이지 방문자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처리는 페이스북(Facebook)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이스북 팬페이지 운영자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2014.

○ 쉴레스비히 홀스타인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9.

는

4).

2013

년

11

월

1

일 이 주(

州

)

에서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페이스북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고등법원을
이를 기각한 것이다.

○ 하지만 행정고등법원은 페이스북 팬페이지 운영의 법적인 문제의 명확성을
위해서 연방행정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

월

30

일

상고를 제기하였다.

□ 사실 관계
○ 피고 쉴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 소재지를 둔 쉴레스비히 경제아카데미 유
(

)

한회사(이하

○

(

‘

A

회사’)는

Facebook

팬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에 의하여 피고에게

팬 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이에
대해

5)

Das

A

Unabh

ä

회사는 행정지방법원에 이 명령의 철회를 청구하였다.

ü

ngige Landeszentrum f

r Datenschutz Schleswig-Hol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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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1

월 원고들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 침해 조사자는 원고들이 언급한

오디오 데이터들이 피고의 접근 중개를 통하여 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원고들은 러시아에 소재를 둔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Goldesel

서비스를 차단해 주도록 요청하자 데이터의 링크만 변경되었고, 차단을 재요
청하였으나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 Facebook 팬페이지는 주로 기업이나 공익단체, 예술가 및 유명인들이 페이스북에 설치
하여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특별한 이용자 계정이다. 팬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
선 Facebook에 등록한 후 Facebook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
다. 이때 이용자는 페이스북에 등록할 때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를 페이스북에 제공하게 되어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

년

11

월

10

일 서면으로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

제5항 제1문에 의해서 기업에게 운영 중인 팬페이지를 삭제하라고 명령하였
고 이 명령을 송달받은 지
5,000

-

6

주 이내에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로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회사가 텔레미디어법 제13조 제1항과 제15조

제3항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규정들에 의하
면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용자
들에게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통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은 이용자 프로파일링이 생성되는 경우에 이의제기권이 있음을 통
지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Insights

기능을 이용한 팬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페이스북에 데이터가 전달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페이스북 팬페이지 운영자는 페이스북이 무료로 제공하는 ‘Facebook insights’라는 도구를 이
용하여 익명으로 된 이용자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에 팬페이지 이용자에 관
한 정보(이용자의 회원 수 증가에 관한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관한 정보, 팬
페이지의 개별 기능의 이용에 관한 정보 등)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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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텔레미디어법
※ 텔레미디어법 제13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Ÿ

(1)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을 시작할 때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종류, 범위 및
목적 그리고 EU 지침 95/46/EC(즉 개인정보처리지침)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국가에 있는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원을 통지 이후에 확인할 수 있고, 개
인관련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이 자동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 절차를 개시 할
때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호출될 수 있어야 한다.

Ÿ

(2)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을 확보한 경우 동의는 전자적으로 의사가 표시될 수 있다. 1.
이용자가 자신의 동의를 의식적으로 명확히 하고, 2. 동의가 기록되어 있고, 3. 이용자가
동의 내용을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고, 4. 이용자가 동의를 언제든지 장래의 효력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Ÿ

(3) 서비스제공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 제4호에 의한 권리
를 알려야 한다.

※ 텔레미디어법 제15조 (이용정보)
Ÿ

(3) 서비스제공자는 광고,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또는 텔레미디어를 수요에 맞게 형성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명을 사용하여 이용자프로파일을 작성
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통지와 관련하여 이의제기권을 고지해
야 한다. 이 이용자 프로파일은 가명자에 관한 데이터와 결합되어서는 안된다.

○ 이용자가 페이스북의 팬페이지를 호출하는 기술적 과정은 이용자가 등록회원
또는 비등록회원으로 팬페이지를 방문할 때 곧바로 로그인되는지 안 되는지
에 따라서 구별된다. ‘사회관계망에서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작업반’이

년

2012

월 4일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기술적인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6)

4

유 형
1

2

6)

기술적 과정

페이스북 비등록회원 또는

IP주소 전송 (IP주소가 저장되는지는 불명확),

자동로그인 되지 않는 등록회원

datr 쿠키(tracking cookie)의 설정 및 전송
IP주소 전송(IP주소가 저장되는지는 불명확),

자동로그인 되는 등록회원

Ergebnisbericht

der

Arbeitsgruppe

des

AK

datr 쿠키의 설정 및 전송, c_user 쿠키의 전송

I

„

Staatsrecht

Netzwerken vom 04. Apri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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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등록회원이 로그인하고 사용자

를 입력하면

ID

c_user

쿠키가 페이스

북에 의해서 설정된다. 페이스북은 이 쿠키를 통해서 팬페이지의 웹사이트를
호출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팬페이지의 내용을 구별하게 한다.
-

쿠키는

datr

www.facebook.com

웹사이트를 호출할 때마다 생성되며

2

년간

유지되지만 해당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쿠키는 페이스
북 사이트와 연결한 웹브라우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를 페이스북에
제공하고 의도적인 나쁜 행위로부터 사회관계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년

2011

월 1일 서면으로

11

회사의 팬페이지를 호출하는

A

경우 팬페이지의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회원이든 비등록회원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페이스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

웹사이트 운영자는 텔레미디어법(TMG,

Telemediengesetz)

제13조 제1항에 의한

통지의무와 제13조 제3항에 의한 정보처리에 있어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가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비스에서 확인될 수 없으며

Insights

A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팬페이지

에 의한 이용자프로파일의 작성은 텔

레미디어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다고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효과가
있는 동의를 받기 위한 설명의무와 같은 이의제기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

데이터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팬페이지 운영자인

A

회사는 텔레미디어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고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데이터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2011

년

11

월

9

A

회사는

일 서면으로 자신들은 개인정보 자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거

나 이용하지도 않았고, 수집하거나 처리하거나 이용하도록 위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팬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데이터 처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하고

2011

년

A

회사는

12

월

27

2011

년

11

월

17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을 거부

일 지방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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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법원의 판결
○ 지방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

A

회사에게 페이스북에서 팬페이지를

삭제하라고 한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 제
5

항에 의한 이러한 명령은 팬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책

임이 문제되지 않으며 또한 페이스북과 무관한 팬페이지 이용자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책임의 범위가
8)

아니다.
※ 텔레미디어법 제13조 제1항과 제15조 제3항 제2문에 의한 텔레미디어 서비스제공자로
서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책임은 페이스북의 경우 팬페이지의 운영 그 자체를 말한다.
-

이러한 점에서 팬페이지의 개설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용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공동)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팬페이지의 삭제명령은 위법하기 때문에 연방데이터보
호법 제38조 제5항 제1문과 제2문의 처분권은 내려질 수 없다.

<참고> 연방데이터 보호법
※ 제38조(감독기관)
Ÿ

(5) 이 법률 및 데이터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감독
기관은 개인관련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있어서 확인된 침해를 제거하
기 위래서 또는 기술적 조직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대한 침해나 결함이 있는 경우, 특히 인격권이 특별하게 위태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은, 침해 또는 결함이 제1문의 명령에
위반되고 강제이행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시기에 제거되지 않는 경우
에는,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또는 개별적인 절차의 투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데이터보호위탁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사고
가 신뢰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다.

-

7)
8)

페이스북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회

VG

Schleswig-Holstein, 09.10.2013

-

8 A

218/11, 8

A

14/12, 8 A

37/12).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기본법인 연방데이터보호법과 특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텔레
미디어법, 전기통신법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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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아무런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팬페이지의 운영자인 회사는 텔레
미디어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서비스제공자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팬페이
지의 방문으로 야기되는 방문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
※ 텔레미디어법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란 이용을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텔레미디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접근을 중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연방데이터보호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데이터처리 책임자 및
3

호지침(Directive

7

95/46/EC)9)

제2조

d)10)

EU

데이터보

에 의한 책임자와는 달리 개인정보

의 처리에 관한 텔레미디어법상의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은 특별한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당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

독일 입법자는

EU

의 전자거래지침(ECRL)을 텔레미디어법으로 전환하였고

이 지침 제1조 제1항

5b

는 데이터보호지침과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

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Direchtive

97/66/EC)11)

에 의해서 포섭되고 있

는 정보사회의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
하고 있다. 전자거래지침 제14조의 입법이유도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는 오로지 데이터보호지침과 프라이버시보호지침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사회의 서비스에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

○ 이에 상응하게 연방데이터보호법 제 조 제 항 및 데이터보호지침 제 조
3

7

2

d)

와 관련하여 텔레미디어법 제12조 제3항에 의해서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해서 데이터보호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텔레미디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에 있어서 언급한 규정들과는 다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9)

ü

Richtlinie
nat

10)

11)

95/46/EG

rlicher Personen

des

ä

Europ

bei der

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4.

Oktob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zum freien

1995

zum

Datenverkehr

Schutz
.

데이터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2조 d) 데이터 처리 책임자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으로 개인관련 데이터의 목적 및 수단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익, 관청, 공공기관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개인관련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목적 및 수단이 개별 국가 또는 EU 법률 및 규칙에
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처리 책임자 및 이의 임명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국내 또는 EU 법률에
서 규정될 수 있다.
EU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arliament

and the protection

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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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국내 법률상의 책임 개념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
단을 하는 것은 이 기관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다.

○즉

,

팬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A

회사는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

다.
-

연방데이터보호법은

EU

의 데이터보호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3조 제7항은 이 지침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 연방데이터 법 제3조 제7항은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자나 기관을 책임자라 규정하고 있다.
※ 지침 제2조 d에 의하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관청,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은 그 처리에 책임을
지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팬페이지의 이용으로 야기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A

회사를 통해

서 독자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될 수 없고, 이것이 해당 데이터의 처리가 방
문자를 통하여 이러한 위탁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

페이스북에서

A

회사의 팬페이지 이용자들은 직접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호

출을 하고, 개인정보는 오로지 이용자에 의해서만 직접 페이스북으로 제공
된다. 이러한 점에서 팬페이지의 구성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가 자신의 인
터넷사이트를 설정하여 이 사이트의 방문자가 광고 네트워크의 운영자의 웹
사이트로 우회하도록 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가

주소의 전달을 야기하

IP

고, 광고네트워크의 운영자가 이후의 정보처리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시
스템과 구별된다. 즉 본 사안에서 판단해야 할 팬페이지의 이용 실태를 보
면 원고는 결코 자신이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팬페이지 이용자 및 이들의 개
인정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
12)

A

회사는 연방데이터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문

12)

에 의해서

Facebook

의 위

연방데이터보호법 제11조(위탁에 의한 개인관련 데이터의 수집, 처리 도는 이용 (1) 개인관련 데이터가 다
른 기관의 위탁에 의해서 수집, 처리 또는 이용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이 법률 및 다
른 법률의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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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에 의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 및
데이터보호지침 제2조

d)

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사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또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 및 데이터보호지침 제2조
책임자가 아니다. 팬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에 의한 처리

d)

과 함께 개인정보의 목적과

Facebook

수단을 결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책임은 오
로지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이것은 데이터지침 제2
조

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d)

○ 이 규정들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보호법상의 책임에 대한 기본조건은 개인
정보관련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책임자의 사실상·법적인 영향력이다
.

이러한 데이터 처리는 독자적인 데이터처리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수
행되는 협력하여 데이터처리를 하는 경우 데이터처리에 관한 데이터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있게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결정에 법적 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는 데이터 처리의 책임자로 간주될 수 없다
(

○

제29조 데이터보호그룹, 입장표명

1/2010,

2010.02.10-

WP

169

-,

S.15).

회사는 팬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영향력을

A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자가 아니다. 연방
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과 데이터보호지침 제2조

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d)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책임에 관한 최종규정이므로 책임에 관한 규정은 사법
이나 일반경찰법상의 귀속규범으로 소급하여 확대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항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지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년

2013

월

11

일

1

항소를 제기하였다. 미국 페이스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독일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는 쉴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 소재하는

- 34 -

인터넷 법제동향

기업들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였다.

□ 고등행정법원의 판결
○ 고등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보는 위법하며

A

회사의 권리를 침

해하였다고 내린 지방행정법원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데이터보호규정
조 제5항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2013

년

11

월

3

,

특히 텔레미디어법 제15

일자의 통지로

A

회사는 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비활성화할 것을 명령하였다.
-

명령의 법적 근거로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 제5항이 유일하게 고려되고 있다.
방송 및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 협약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연방 및 주의 일
반적인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관할 감독관청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텔레미디어법
의 준수를 감시한다. 텔레미디어법의 특별 규정이 부재할 경우 텔레미디어 제공
자에 대한 감독관청은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에 따른다. 주 데이터보호법 제3
조 제3항에 의하면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에 의한 비공공 부분에 대한 감독

9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고 특히 텔레미디어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 제5항에 의해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 제5항이 회사의 팬페이지의
비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된 통지는 이미 위법하다.

○ 연방데이터보호법 제

38

조 제5항 제1문에 따르면 감독관청은 개인 관련 데이

터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있어서(이하 ‘데이터처리’) 침해가 확인된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기술적 조직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명
령할 수 있다. 제2문에 의하면 스스로 중대한 침해나 결함의 경우에도, 그
침해나 결함이 제1문의 명령에 반하고 강제이행금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적
정한 기간 내에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데이터처리 그 자체나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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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절차의 투입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단계적인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데이터처리절차가 금지될 수 있기 이전에, 감독관청은 데이터 처
리자에게 권리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A

회사의 팬페이지의 비활성화하라는 명령으로 팬페이지 방문자의 데이터의
처리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소위 인사이트 기능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
령된 조치는 데이터처리 그 자체의 금지나 다름이 없으며 오히려 그 이상이
다.

A

회사는 데이터처리를 금지할 수 없으며 인프라의 참가자일 뿐이다. 어

쨌든 회사의 명령은 데이터보호법상의 침해를 중지할 재량이 없다.

○

A

회사가 기업 내부에서 팬페이지를 운영하고 다른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명령의 금지 성격에 모순되지 않는다. 팬페이지의 의
미와 목적은 이 인프라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과 통신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통신은 비활성화되면 불가능해진다.

A

회사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보호법상의 침해를 제거한 이후 데이터처리를 계속
하는 것과 같다.

○

연방데이터법보호법 제38조 제5항은 단계적인 절차에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데이터처리절차가 개별적인 관점에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가령 법적 토대의 하자) 전체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 하
자가 처리절차의 중지만으로 제거될 수 있거나 결함의 제거의 불가능성이
사전에 확인된 경우 허용한다. 하지만 제38조 제5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그
예외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문언의 예외는 단계화된 절차의 준
수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비로소 정
당화될 수 있다.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장한 침해들은 페이스북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법이 페이스북과의 관계
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와는 상관없이

13)

감독기관의 관할은 영향을 받지 않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Beschluss des Senats vom 22.04.2013 - 4 MB 11/13-, NJW 2013, 1977 aber
auch KG Berlin, Urteil vom 24.01.2014 - 5 U 42/12 -, K ^ R 2014, 208 sowie EuGH Urteil vom
13.05.2014 - C - 131/12 -, Juris),

- 36 -

인터넷 법제동향

는다. 특히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법으로부터는 아일랜드 감독기관의 개입
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연방데이터보호법 제1조 제5항 제5문

14)

에서 나

온다. 이에 의하면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 제1호 제1문은 영향을 받지 않
는다

15)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결

17)

16)

과 베를린 캄머재판부의 판

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관련 데이터가 국내에서 수집되고,

독일의 실체법인 데이터보호법이 적용되며, 페이스북에 의해서 텔레미디어
규정도 준수되는 경우에 이것이 적용된다.
-

만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텔레미디어법 규정은 처음부터 고려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

회사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데이터보호법상의 침해

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A

회사가 서비스제공자로서 텔레미디어법의 적용을 받고 독자적인 책임으로

텔레미디어법 규정을 위반한 ‘데이터의 지배자’인 경우에만 달리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 제5항의 단계적인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페이스북으로 부터 그에게 기술적 가능성이 제공되지 않
기 때문에,

A

회사의 팬페이지 방문자에게 이의제기 가능성을 통지하는 것이

포기되지 않을 수 있다.
-

A

회사는 ‘데이터의 지배자’로서 페이스북에 대하여 지시권한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된 데이터보호법상의 침해를 제거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페
이스북의 활동이 쉴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서도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만일

14)

연방데이터보호법 제1조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5) 이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EU다른 회원국이나
경제수역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책임자가 국내에서 개인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한, 이것이 영업소를 통해서 국내에서 행해지지 않는 한. 이 법률은 적용된다,
EU회원국이나 EU 경제수역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에 있지 않는 데이터 처리 책임자가 개인관련 데이터를
국내에서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책임자가 이 법률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대리인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제2문 및 제3문은, 데이터저장매체가 국
내를 통해서 전달을 목적으로만 설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8조 제1항 제1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EU

15) Dammann in simitis, a.a.O. § 1 Rn. 239
16) 13.05.2014 - C -131/12)
17) Urteil vom 24.01.2014 - 5 U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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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이 아니라면, 이것은
아무런 종국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
스북을 대신해서가 아닌 규정된 절차와는 달리,

지침

EU

95/46/EC

제2조

f

가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은 위법하다

.

왜냐하면

A

회사는 팬페이지의 운영

으로 인하여 페이스북이 수집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
조 제7항 및

EU

지침

95/46/EC

제 2조

d)

의 데이터 처리자(책임자)가 아니

며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 제5항에 의한 명령은 데이터 처리자에 대해서
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A

회사는 텔레미디어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서비스제공자이다. 왜냐하면

A

회사는 팬페이지 운영자로서 텔레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자는 텔레미디어법 제11조 이하의 규정들의
문언에 따르면 오로지 개인관련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수집하고 시용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진다.
-

텔레미디어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텔레미디어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이 적용된다. 여기에서도 개인정
보보호위원회는 나오지 않는다.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

18)

제1유형에

의하면 데이터처리 책임자란, 개인관련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고, 처리하거
나 이용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령을 페이스북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근
거하고 있지만

A

회사는 자신을 위해서 팬페이지 방문자의 개인관련 데이터

를 수집하고 처리하지 않으며 어떠한 데이터도 페이스북에 전달하지 않는
다.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4항 제2문 제3호에 의하면 저장된 개인관련
데이터나 데이터처리를 통하여 획득된 개인관련 데이터의 고지는 제3자에게
전달되므로 페이스북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제3자가 아니다. 팬페이지는 페
18)

제3조 (그 밖의 개념규정) (7) 데이터처리 책임자는 스스로 개인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도는 이용하거
나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서 이를 행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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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북의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팬페이지의 호출 시 직접 이용자의

주소

IP

가 획득되고 이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쿠키에 남게 되어 소환되는 것이다.
쿠키에 의해서 소환되는 것은 이의 이용자를 인식하고 팬페이지의 활동은,
각 이용자들이 가지게 되는 쿠키 정보와 연결되므로

A

회사는 혼자서는 스

스로 어떠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7항 제1유형의 책임자가 아니다.

○

다수의 기관이 데이터처리의 책임자인지의 문제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것
은, 데이터처리에 대한 통제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이것은 팬페이지
운영자에게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운영자는 팬페이지의 설치와 운영으로
페이스북이 이 페이지를 방문하는 자의 개인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요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페이스북만이 데이터 처리가 행해
지는 ‘여부’, ‘이유’, ‘방법’을 결정한다.

-

광고네트워크가 쿠키를 통하여 광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웹사이
트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와의 비교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행정법원은 이미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팬페이지 운
영자는, 페이스북이 팬페이지 방문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광고목
적으로 쿠키를 설정할 가능성을 가지는 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용
자가 팬페이지를 호출하는 경우, 그는 이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고 있고 페
이스북의 사이트에도 있다. 이것은 팬페이지 운영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게 이용자의

IP

주소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고 이용자

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의 정보와 연결짓기 위해서 쿠키가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의 정보와 연결하
기 위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자를 위하여 네트워크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하지만 특히 광고기사 및 그 밖의 상업적이고 스폰서를 지원 받는 이용자
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2014

년

5

월

13

일자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의 견해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

- 39 -

인터넷 법제동향
유럽재판소 유사 판결
Ÿ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음을 확인하였다. 구글(google)이 자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
계적으로 인터넷에서 발행된 정보를 조사하고, 지침 95/46/EC 제2조 d) 개인관련 데이터
를 처리하는 한, 제2조 d)에 의한 데이터 처리 책임자이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음
도 확인하고 있다. 검색엔진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개인관련 데이터의 처리는, 이
들 데이터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웹사이트의 발행자에 의해서 수행되고 이에 추가
하여 발생하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데이터 처리와는 다른 책임이 문제
된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의 발행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발행된 특정한 정보는 전
체 또는 일부분 검색엔진의 자동화 인덱스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검색엔진 운
영자에게 알리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구글의 책임에서 다른게 없다. 본 사안과
의 비교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글과는 달리 A회사는 데이터를 수집하지도 처리하
지도 않는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공동 책임이 아니라 분리 책임이 문제
되었다.

○

끝으로 위험예방법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소급하지 않고서는 보호의 흠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따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
원회는 주행정법 제16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행정관청일 수 있지만,
주행정법 제173조 제2항에 의하면 위험방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률에 하자가 있거나 최종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제1
74

조 내지 제12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처리에 대한 책임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의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상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데
이터처리가 독일 및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할 필요
는 없다. 로그인한 페이스북 회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3자(Beigelad
ene)

가 팬페이지의 방문자의 개인관련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재판

부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이것은 이미 페이스북의 데이터이용지침
에 나오는 것처럼 설치된 쿠키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인식하고 이들에게 알
맞은 내용을 제공하고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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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전망
○ 심과 심 법원에서 페이스북의 팬페이지 운영자는 데이터보호법상 이용자
1

2

의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쉴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팬페이지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
었다. 하지만

2

심 법원 판결에서도 팬페이지의 운영으로 기업들이 장애를

받고 있는지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

심법원은 연방행정대법

원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상고를 허용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방행정대법원에

2014

년

9

월

30

일 상고를 제기하였

다. 따라서 페이스북 팬페이지에서의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법적 공방전은
최고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고제기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논거는 ‘팬페이지의 운영은 법적 및 기술적으로 일치되
어 있는 과정이고 페이스북과 운영자들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
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및 기술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다. 최고법원의 판결이 기대된다.

※ 참고문헌
지방행정법원 판결문 :
https://www.datenschutzzentrum.de/facebook/20131009-vg-urteil-fanpages.pdf
고등행정법원 판결문 :
https://www.datenschutzzentrum.de/facebook/20140904-OVG-U-FBFanpageAnon.pdf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Oberverwaltungsgericht-Firmen-duerfen-Facebook-Fa
nseiten-betreiben-2354267.html
http://medien-internet-und-recht.de/volltext.php?mir_dok_id=2626
http://www.lto.de/recht/nachrichten/n/ovg-schleswig-urteil-4-lb-20-13-facebook-fanseiten-betre
iber-datenschutz/
https://www.datenschutzzentrum.de/presse/20140929-ovg-urteil-facebook-fanpages.htm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Datenschuetzer-gehen-in-Revision-gegen-Urteil-zu-Fa
cebook-Fanseiten-2405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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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에른 주 정보보호위원회, 기업의 메일서버 암호화 결함으로 인한
2

개인정보보호 보완 경고

(2014. 9. 9)

□ 개요
○ 독일 바이에른 주 정보보호위원회

(Bayerische

Landesamt

ü

f r

Datenschutzaufsicht

는 이메일 서버에 설치된 보안 수준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BayLDA)

특정한 암호화 가능성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이에른 주에 소재하는
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9월 초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236

(2014. 9. 9.)

○

BayLDA

는 점검 대상 기업체 중

772

개 기업들이 데이터보호법이 규정한 요

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이들의 메일 서버를 기술의 상태(Stand

der

Technik)

에 맞게 적응하도록 서면으로 경고하였다.

○ 이러한 점검은
퍼런스의 결정

2014
19)

년

3

월

24

일 연방 및 주의 정보보호위원회의 제87차 콘

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결정에서 데이터의 전송에 있

어서 안전한 암호화가 데이터 보호의 본질적인 요소로 요구되었다.

□ 중점 점검 대상 및 법적 근거
○ 메일서버의 주요기능 메일서버는 이메일에 의한 데이터의 교환을 하기 위
(

)

한 것으로 이메일 전송과 관련한 개인관련 데이터들의 조치는 법적으로 규
정될 필요가 있다.
-

메일서버 사이에 통신의 암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기술의 상태에 따른
ARTTLS

19)‘

ST

프로토콜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메일 전달과 관련하

정보통신에서인권의보장에관한결정’,

http://www.bfdi.bund.de/SharedDocs/Publikationen/Entschliessungssammlung/DSBundLaender/87_DSKMe
nschenrechteElektrischeKommunikation.pdf;jsessionid=43F17B1EC91F31F4E00831366E8ABD64.1_cid329?__blob=
publicati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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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암호화 프로토콜인
Secrecy(PFS)

SSL/TLS

가 투입되면, 여기에 추가로

Perfect

Forward

가 전달된 데이터의 보호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고 이때 하트블

리드를 통한 이용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

(

중점 점검 대상)

BayLDA

가 수행한 점검은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중

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

첫째, 암호화 프토토콜인

및

SSL/TLS

을 점검한다. 이 메일 전송의

STARTTLS

경우 전송 계층의 데이터 교환의 암호화가 서버 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안전
한 통신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메일의 개인관련 데이터는 암호
화되어 전송된다. 하지만

는 단 대 단 암호화를 위한 대체가 아니라

STARTLS

는 점이다.
-

둘째,

Perfect

Forward

Secerecy

(PFS)

을 점검한다. (개인관련) 데이터가

TLS

프로토콜을 통해서 교환되는 경우, 양 쪽에서 암호화 키를 서로 협정하여
내용이 암호화된다.
-

셋째, 보안성 결함인 하트블리드(Heartbleed) 버그를 점검한다. 하트블리드란
년

2014

월에 발견된 오픈 소스 암호화 라이브러리인

4

버그이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안전한 웹 서버의 약

의 소프트웨어

OpenSSL

가 이 공격으로 개

17%

인키 및 세션 쿠키 및 암호를 훔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

(

법적근거) 이러한 온라인 점검의 법적 근거는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제

9

-

조이다.

연방데이터보호법 제9조에 의하면, 스스로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개인관련 데
이터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비공공기관은 연방데이터보호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히 제9조 및 이 조의 부칙에 언급된 요건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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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연방데이터보호법
※ 제9조 기술적 조직적 조치

Ÿ

스스로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개인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은, 이 법률의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이 법률의 부록에서 언
급하고 있는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필
요한 조치는 그 비용이 추구하는 보호목적과 적절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부칙 연방데이터보호법 제9조
Ÿ

개인관련 데이터가 자동으로 처리 또는 이용되는 경우에는, 관청이나 기업의 조직들은
데이터보호의 특별한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보호될 개인
관련 데이터나 데이터 범주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기에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2. 데이터처리시스템이 무권한자로부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방지(접속통제).
3. 데이터처리시스템을 이용할 권리자는 접근권한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개인
관련 데이터는 처리 및 이용에 있어서 그리고 저장 이후에 권한 없이 읽혀지거나 복제
되거나 변경되거나 제거의 보장(접근통제).
4. 개인관련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또는 데이터저장매체에 저장되는 경우
권한 없이 읽혀지거나 복제되거나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이 보장되고, 시설을
통한 개인관련 데이터의 전달이 어느 기관에 데이터 전달을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지가
심사되고 확인될 수 있는지가 보장(전달통제).

□ 구체적 내용
○ 암호화되지

않은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은 우편엽서를 발송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편엽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는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 정보기관만이 암호화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읽는 것은 아니다

.

따

라서 일반인이 이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
로 기업들은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8조(감독기관)에 의해서 자신들이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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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서버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접속, 접근 및 전달 통제와 관련하여 암호
화 절차를 기술의 상태에 따라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기업들은
알아야 한다.

○

(S T AR T T LS

및

Perf ect

Forward

S ecrecy

를 이용한 암호화) 이메일이 발송

되는 경우, 해당 메일 서버는 이메일이 실제로 발송되기 전에, 우선 메일 내
용을 전송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

즉 메일서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메일서버는 전송 계층 보안 암호화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가 지원되어 가능한 암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전달할 것인지를 문의한다. 따라서 이 경우 기업의 메일서
버는 암호화를 위한 응용 절차인

STARTTLS

를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이메

일 전송에 있어서 전송 계층 암호화가 전반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이 외에 소위

Perfect

Forward

Secrecy

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전

송계층보안(TLS)으로 암호화된 이메일 통신의 비밀 암호가 부당하게 획득된
경우에 복호화가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암호화를 통해서 정보기관이나 사이버범죄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완
전히 배제될 수 있다. 그리하여 무권한자가 전체 이메일을 읽거나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암호화는 단대단 암호화 (예를 들어

PGP)

STARTTLS

를 통한 전송포트

를 위한 대체가 아니라, 통신의 안

전을 높이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메일서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드는 기업들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로 메일 서버의 설정을 기
술의 수준에 맞추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일

TLS

인증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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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결과 및 조치
○ 기업체에서 하트블리드
(

(heartbleed)

보안의 관점에서

STARTTLS

및

결함 발견) 바이에른 주 정보보호위원회는
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Perfect Forward Secrecy

데이터보호법상의 온라인 점검을 수행하였다. 점검의 결과 바이에른 주 정보보
호위원회는

개의 기업에 설치된 메일서버에서 소위 ‘하트블리드’ 결함이 있음이

44

확인되었다.
-

하트블리드의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인

OpenSSL

의 특정 버전 이용 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무권한
자가 인터넷상에서 이메일 통신의 조각들을 이용자 몰래 접근하여 낚아채거
나 심지어 사적인 암호를 읽을 수도 있다. 항상 반복되는 조회를 통하여 이
러한 조각들로부터 메일 통신의 중요한 내용을 추론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
다.
-

2014

년

4

월 이미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하트블리드의 안전상의 결함이 상당

히 알려졌고, 바이에른 주 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보안 취약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점검을 수행하였다.

○

바이에른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점검의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온라인 점거의 법적 기술적인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또
한 추가로 웹사이트(www.lda.bayern.de/onlinepruefung/)에서 법률상의 요
건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기반으로 점검이 수행되었으며, 이 경우 바이에
른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FAQ

도

제공하고 있다.

※ 참고자료
https://www.lda.bayern.de/lda/datenschutzaufsicht/p_archiv/2014/pm012.html
https://www.lda.bayern.de/onlinepruefung/emailserver.html
http://www.golem.de/news/bayern-datenschutzbeauftragter-mahnt-mangelnde-verschluesselun
g-an-1409-1092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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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권고적 가이드라인 발표

3

□ 개요
○ 싱가포르
PDPC)
e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는 교육분야(“Education

Guidelines”)

Data

Protection

Guidelines)

Commission,

사회서비스 분야(“Social

Guidelines”),

및 의료보건분야(“Healthcare

가이드라인(Advisory

(‘14. 9. 11)

Guidelines”)

on

the

PDPA

for

Servic

에 대한 권고적

과 사진에 관한 새로운 장을 포함하고 있

는 선택적 주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권고적 가이드라인(Advisory
lines

이하

Selected

Topics,

"Selected

Topics

Guide

Guidelines")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책 및 관행 고지시 채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담고
있는 "고지에 관한 지침(A

을 발표하였다(2014.

Guide to Notification)"

9. 11).

☐ 배경 및 경과

○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PDPA)

는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동 법은 개인에 대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 및 접근과 수집에
대한 권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혹은
공개를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PDPA

는 연락중지청구목록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에 대하여 전화,

문자 혹은 팩스에 의한 마케팅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싱가포르 내 전자마케팅 규제법
Ÿ

싱가포르에서 전자마케팅은 주로 두 가지의 법, 즉 싱가포르 스팸 통제법(SCA) 및 싱가
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로 규율되고 있다.

Ÿ

양자는 모두 발송자의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휴대전화로 문
자를 발송하는 형태의 여하한 직접마케팅은 반드시 SCA와 PDPA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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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는 싱가포르 내에서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Ÿ

그 내용과 제목과 관련한 규제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로의 문자 혹은 멀티미디어를 통한 대량의 메시지 전송에 적용이 된다.
한편 PDPA는 연락중지청구목록의 설치를 통하여 전자마케팅을 규제하고 있다.

Ÿ

○

PDPA

는 교육, 의료 등 각 부문의 특정 입법 및 규제적 틀을 보완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기관들이 관습법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룰 때

-

그 기관이 속해있는 특정 산업부문에 적용되는 관련법 및

PDPA

를 준수하

여야 함을 의미한다.
PDPA가 다루는 주요 개념
① 동의(consent): 기관은 개인의 인지 및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혹은 공개할 수 있음(예외 있음)
② 목적(purpose): 기관은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혹은 공개할 수 있으
며, 이는 반드시 해당 개인에게 그러한 수집, 이용 혹은 공개의 목적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
능함
③ 합리성(reasonableness): 기관은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 적절하다고 고려
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혹은 공개할 수 있음
PDPA의 발효일
① 개인정보위원회의 형성에 관련한 규
정
② DNC 목록 관련 규정
③ 주(主) 개인정보 관련 규정

-

2013년 1월 2일
2014년 1월 2일
2014년 7월 2일

이러한 항목별 발효일의 차이는 기관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부
정책 및 관행을 점검하고

PDPA

가 규정하는 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정책 및 관행을 정비하거나 새로 도입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PDPA

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련의 권고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호 조항(“DP
DNC

Provisions”)

Provisions")

PDPA

9

월

11

일 일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

및 연락중지청구 조항(Do

Not

Call

provisions,

"

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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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중 모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한 것이다.

☐ 주요 내용

○

(

교육분야 가이드라인)

PDPA

를 준수함에 있어 교육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다루기 위하여 싱가포르 교육부(Ministry
사교육위원회(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of

Education)

및

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된 것이

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정보보호 규정들은 정부 및 사교
육위원회와 같이 법령으로 명시된 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즉, 교육분야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 특수목적학교, 독립학
교, 자치대학 및 외국 시스템 학교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교육기관(education

institutions,

이하

EIs)

에 대해서만 관련성을 갖

는다.
① 교육적 목적(educational purposes)의 정의
Ÿ
Ÿ

PDPA에서는 교육적 목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EIs는 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 어
떠한 강좌에 대한 학생의 적합성 평가, 혹은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금,
장학금 및 관련 재정적 지원 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관련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

Ÿ

집, 사용 혹은 공개할 수 있음
만일 EIs가 수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EIs는 사업적 및 운영상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사안의 특정 사실과 같은 요소들에

근거하여 고지된 목적을 더욱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야 함
②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Ÿ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에 관해서는 교육분야 가이드라인 제2.7문단
Ÿ

에서 다루고 있음
동 문단에 따르면 미성년자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에 대해 동
의를 제공할 법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EIs는 해당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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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졸업생의 개인정보
Ÿ EIs는 애초에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사용 및 공
Ÿ

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졸업생으로부터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만 함
또한 각 산업부문에서 갓 졸업한 학생들의 초봉에 관한 연간 보고서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 제3자 기관이 EIs에 대하여 최근에 졸업한 졸업생들의 급여 상세에 대한 요청을 하

Ÿ

는 경우에도 새로운 동의가 요구됨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식별자의 삭제, 데이터포인트의 통합 등을 통하

여 특정 개인이 정보로부터 식별될 수 없도록 정보를 익명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④ 보안을 위한 개인정보의 확인
Ÿ 교육분야 가이드라인은 만일 개인이 보안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은 EIs에게 그러한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제공
Ÿ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좋은 예로는 보안 목적을 위하여 접수처에서 방문객들의 상세 정보를 수집

Ÿ

한다는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있음
보안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EIs는 본 시설을 방문하는 자들에 대한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NRIC 번호(Nation
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싱가포르 주민번호)와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피

해야 함
⑤ 공공기관에의 개인정보 공개
Ÿ EIs는 연간정책검토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명, 나이, 주소
및 각 과목에 대한 시험 성적 등과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종합하여 공공기관에 제출
Ÿ
Ÿ

할 수 있음
이는 PDPA의 부칙4(Fourth Schedule)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따르는 것임
부칙4에 따르면 EIs이 현재 혹은 기존의 학생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혹은 정

책검토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PDPA의 일반 규정에 대한 예외임
⑥ 평가목적을 위한 예외
Ÿ 교육분야 가이드라인 제2.20문단에 따르면 EIs는 입학을 위한 학생의 능력평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함에 있어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
Ÿ

을 명확히 하고 있음
평가목적을 위한 예외는 PDPA 부칙3(Third Schedule)을 따른 것으로, EIs는 해당 학생의
전 EI로부터 학생의 학업성취도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EIs는 해당 학생

으로부터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데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음
⑦ 접근 및 정정 요청
Ÿ PDPA 제21조에 따라 EIs는 요청이 있는 경우 PDPA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또한 그러한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가 사용되었거나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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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방법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이 되어야 함
그러나 PDPA 부칙5(Fifth Schedule)에 따르면 이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음
정보가 평가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관된 의견 정보이거나 EI에 의하여 수행된 여하한 형
태의 시험, 시험 스크립트 및 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인 경우, EIs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Ÿ
Ÿ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
정보의 정정은 PDPA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EIs는 정정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충족시키지 아니하
는 한, 정보의 정정에 대한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그

Ÿ

러한 정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 관련 기관에 정정된 정보를 보내야만 함
정보의 정정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정정이 요청된 정보가 평가 목적만을 위하여 보관
된 의견 정보인 경우임. 이러한 경우 EIs는 교사의 평가가 의견으로 판단되는 범위까지

는 그러한 평가의 누락이나 정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⑧ 개인정보 전송 제한 의무
Ÿ 개인정보 전송 제한 의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음
ⅰ) 싱가포르 내의 EI가 해외의 EI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의 의무 검토를 통하
여 해당 해외의 EI가 그 EI의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싱가포르의 PDPA와 비교 가
능한 보호 기준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ⅱ) EI가 학생에게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PDPA와 비교가능한 기준에 의하여 제공
받을 보호 수준에 대한 서면 요약서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의 국경간 전송에 대한 해당 학
생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⑨ 정보 중개자
Ÿ 동 가이드라인 제5.5문단은 EIs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정보중개자(data i
ntermediaries)로 고려하며 정보보호의 의무 및 보유 제한 의무만을 적용받는다고 명시
하고 있음
⑩ 특정 메시지 및 예외
Ÿ EI가 학생에게 어떠한 활동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경우, 그러한 활동이 상품이나 서비스
의 제공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PDPA 제37조20)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특정 메시지로서
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EI는 학생들에게 특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간주되
Ÿ

지 아니하며, 따라서 연락중지청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개인정보보호 규칙(Personal Data Protection Order, Exemption from Section 43)에 따르
면 EI에 자녀를 등록시킨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연락처 정보는 해당 학부모와 EI

Ÿ
Ÿ

간의 지속적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지속적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EI와 해당 학생간에 창설되는 것임
따라서 만일 EI가 학부모의 전화번호로 특정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부
모로부터 서면 혹은 다른 형태로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동의를 반드
시 받아야만 함

20) PDPA

제37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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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분야 가이드라인) 사회서비스분야 가이드라인은 사회서비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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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S

와 같은 법률상의 기관 및 정부를 포함하

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여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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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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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의를 제공할 능력
Ÿ 정신건강 상의 문제 혹은 미성년자 등과 같이 스스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동의를 제공할

Ÿ

능력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어떻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정보보호 조항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의무 혹은 제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VWOs는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등과 같은 다른 법

을 준수해야함
② 모금
Ÿ VWOs는 모금을 위한 삽입 광고를 보내는데 있어 제3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VWO는 정보보호 조항의

Ÿ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만일 기부자가 VWO에게 자신의 기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경
우 해당 VWO는 기부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됨
③ 통합사례관리
Ÿ 어떠한 개인이 다수의 사회적 및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 이상의 VWO로부터 사
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한 관련 VWOs 간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④ 고객 설문조사
Ÿ VWO가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을 상대로 개인의 성명, 연락처 및
수입수준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수반하는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VWO는 설문조사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연간보고서 혹은 웹사이
트의 게재를 통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설문조사 참여자들로부터 동의를

Ÿ

구해야할 의무를 부담함
만일 VWO가 이전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집해놓은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VWO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사용 혹은 공개(부

칙3의 1(i) 혹은 부칙 4의 1(q))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함
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상의 사진
Ÿ VWO의 피고용인이 찍은 사진으로부터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해당 VWO는 관련 개인
으로부터 사진의 수집,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할 필요가 있음

Ÿ

PDPA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기관과의 고용 관계로써 행위를 하는 피고용인은
정보보호 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개인의 자격으로 행위를 하는 자 역시 위 조항의 적

Ÿ

용대상에서 제외됨
만일 어떠한 개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VWOs가 주최한 행사 중 찍은 사진을 자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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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페이지에 게재를 한 경우, 정보보호 조항의 위반을 구성하지

Ÿ

아니하며 VWOs 역시 그러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그러나 반대로 만일 상기 개인이 사진을 찍을 당시 피고용인이었거나 자원봉사자였을
경우, 혹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진들이 VWOs에 속하는 것일 경우, 그 개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VWOs는 해당 개인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PDPA 하의 법

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수 있음
⑥ 평가목적을 위한 예외
Ÿ 평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혹은 사용이 필요한 경우 VWOs는 해당 개인정보

Ÿ

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할 의무가 없음
이에 대한 예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에 따른 사회적 원조 수혜 대상으로서의 적
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가 있음

Ÿ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VWOs는 사회적 원
조를 제공하는 다른 VWOs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개할 수 있음
⑦ 제3자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Ÿ 어떠한 개인이 VWOs가 제공하는 재정적 원조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VWOs
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Ÿ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상기 경우, VWOs는 PDPA 부칙 2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으로부

터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⑧ 접근 요청
Ÿ 일반적으로 VWOs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그러한 개인정

Ÿ
Ÿ

보의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VWOs는 PDPA하에서 적용되는 여하한 금지가 있는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PDPA 제21(3)조는 개인정보 혹은 그 밖의 정보의 제공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
청을 한 개인의 안전, 혹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에 즉각적인 혹은 중대한 위해를 야기

할 경우 관련 정보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Ÿ 접근권 부여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⑨ 특정 메시지
Ÿ VWOs가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떠한 행사를 광고하는 SMS를 보내는 경우, 이
는 어떠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 메시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Ÿ

있음
또한 어느 VWO가 다른 VWO의 행사에 대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내의 기부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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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에게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VWO는 특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간

Ÿ

주될 수 있음
그러나 만일 VWO가 자원봉사자들 및 기부자들에 대한 기부 부탁이나 모금기간동안의
성원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SMS를 보내는 경우,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혹은 특
정 메시지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 메시지
로 분류되지 아니함

○

(

의료보건분야 가이드라인) 의료보건분야 가이드라인은 보건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① 동의

Ÿ

의료보건분야에서는 의료보건 기관을 처음 찾는 환자
들에게 등록부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적어 제출할 것
을 요구하는 일이 일상적임
위와 같은 관례를 고려하여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등
록부의 어느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적/선
택적인지를 보여주는데 있어 의료보건 기관이 채택할

Ÿ

수 있는 모범관행을 제시하고 있음
환자가 의료보건기관의 등록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의료보건 기관의 의
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을 위해 그 의료보건기

가. 환자의 방문과 관련한
목적을 위한 동의의 간주

관에 동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동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것으로 고려됨
ⅰ) 의료보건 기관의 의학부학생 혹은 의사에 의한 환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혹은 공개는 PDPA 하에서의
‘피고용인(employee)’의 정의에 급여 없이 노동하는
자원봉사자가 포함이 되며, 여기에 의료행위라는 맥
락에서의 의학부 학생이 해당되기 때문임
ⅱ) 의료서비스 질 보장과 개선 및 의료보건 시설의 기능
을 위한 내부적 절차. 단 이러한 내부적 절차가 환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에 한함
ⅲ) 국가전자건강기록(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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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EHR)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개
인정보 사용, 혹은 NEHR을 통하여 다른 의료보건
기관에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 단 이는 그러한 사용
이나 공개가 환자가 처음에 동의를 제공한 그 목적
Ÿ

과 관련이 있어야만 함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목적, 혹은 의료보건 시설에의
환자의 방문과 연관성이 없는 목적과 관련하여 해당
환자의 동의가 제공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

나.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목적을 위한 동의의 제공

Ÿ

간주 금지

하고 있음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만일 의료보건 기관이
교육적 자료 개발 혹은 훈련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
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료보건
기관은 해당 환자에게 별도로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한 환자로부터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다. 환자 담당의의 다른 의료기관

Ÿ

함
담당의가 다른 의료보건 기관 혹은 전문의를 환자에
게 소개하는 경우 의사의 소개에 동의하는 환자는 자

소개로 인한 개인정보의

신의 개인정보를 해당 의료보건 기관 혹은 전문의에

제공 동의
Ÿ

게 제공하는데 있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환자를 진찰하는데 있어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력을
의사가 알아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환자
의 가족 구성원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 모두
가 PDPA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Ÿ
라. 가족 의료 기록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예컨대 의사가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는 경우, 그 가족구성원은 식별되지 아니할 수도 있
고 의사는 해당 가족 구성원을 식별해낼 수 없을 수
도 있음

Ÿ

만일 해당 가족 구성원이 식별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는 PDPA 부칙 2의 1(m)에 따라 환자의 가족 구성원
의 동의 없이 그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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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의료보건분야 가이드라인 제2.9문단에 따르면 개인정
보보호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고용주 혹은 회사의 의료
보건 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피고용인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마. 회사 의료보건 제도에
참여하는 피고용인에 대한

Ÿ

를 다룸
이러한 경우에 대해 동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은 일
반적으로 해당 피고용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개인정보 공개
Ÿ

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피고용자의 의료기록이 PDPA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
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만 하며 환
자의 비밀과 관련한 그 밖의 다른 법에 따라 그러한

Ÿ

의료 정보가 보호받는지의 여부 또한 검토하여야 함
연구 목적을 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PDPA의 부칙 2의 1(i)에서 규정하는 예외
가 적용되어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Ÿ

있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와 다른 정보간의 연결로 인하
여 해당 개인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개인에게 위해

바. 동의 없이 연구의 목적을

가 미쳐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연결로 인하여 발생하

위한 개인정보의 사용
Ÿ

는 이익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어야 함
나아가 동 가이드라인은 동의 없이 연구의 목적을 위
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한 윤리 문제를 승인해주는 임상시험심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② 의료기록 및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Ÿ
의료기관은 환자가 자신이 동 기관의 등록부에 적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
Ÿ

거나 의사가 수기로 작성한 자신의 질병 진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상기 상황에 대해 의료기관은 PDPA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Ÿ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의료보건분야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매번 요청된 개인정
보가 기록된 원상태 이외의 형태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

Ÿ

을 수 있음
예컨대 의사가 수기로 작성한 질병 진단서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 대신, 의료기관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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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의사가 진단 내용을 정리한 의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음
나아가 환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과금할 것인지의 여

Ÿ

부는 의료기관에 달려있음
그러나 PDPC는 상기 과금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에의 접

Ÿ

근 요청에 합리적인 한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만일 정보에의 접근 요청이 이루어진 지 30일 내로 대응할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은 환
자에게 해당 30일 기간 내에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③ 정보 정정 의무의 적용
Ÿ 의료보건분야 가이드라인 제3.13문단은 환자가 자신의 개인기록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음
ⅰ) 환자가 자신의 새로운 우편주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연락처 상세사항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연락처 상세사항이
정확하고 현재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환자의 연락처 상세를 정정해야 함
ⅱ) 환자가 이전 방문동안 의사가 기록한 자신의 흡연습관에 대한 정보를 정정해줄 것을 요
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그러한 정정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의 정정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음
ⅲ)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진단
이 전문가의 의견일 경우, 의료기관은 PDPA에 따라 그러한 진단을 정정하거나 수정하
Ÿ

여야 할 의무가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요청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관련 개인정보
에 요청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정정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④ 의료보건 관련 상황에서의 연락중지청구 조항의 적용
Ÿ 의료보건분야 가이드라인 제3부에서는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더 이상의 관계가 없고, 그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구하지 않았던 치료에 관한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치료법(예컨대
의료기관에서 한번도 천식 혹은 천식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게 천
식에 관한 약품 정보)이 될 수 있는 신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를
Ÿ

보내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상기 상황 하에서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연락중지청구목록을 확인하거나 해당 환자
로부터 서면으로 분명하고 모호하지 아니한 동의를 받아야만 함

○

(

선택적 주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권고적 가이드라인- 사진 관련) 사진과

관련한 행위와 관련한 정보보호 조항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보호위원회는 위 권고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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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의 획득
Ÿ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진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경우, 서면의 계약에
따라 다른 기관의 목적을 대신하여 그러한 사진을 찍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의
Ÿ

동의를 받아야 함
대중적인 장소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Ÿ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 속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있어 동의가 필요

가.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혹은 개인의 자격으로
행위를 한 개인

Ÿ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인 예는 사진사가 개인의 자격으
로 사진을 찍었거나 가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행위

Ÿ
Ÿ

를 한 경우가 있음
이는 PDPA 제4(a)조에 따른 예외의 적용이 됨
만일 피고용자 A가 자신의 친구인 B의 사진을 자신의
고용주(조직 C)가 주최한 행사에서 찍고 이를 조직 C
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재한 경우, 조직 C는 정보보

나. 피고용자가 행사에서 찍은
사진

Ÿ

호 조항을 준수해야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상기 예의 조직 C가 추후적으로 A가 찍은 사
진을 기업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
우, 조직 C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진을 공개

Ÿ

하기 이전에 B로부터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만일 전문사진가 D가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숙모 E의
사진을 찍고 기업 F가 주최하는 전문 프리랜서 사진가
들을 위한 사진 대회 출전을 위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
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D가 해당 사진을 가정
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혹은 개인의 자격으로 행위

다. 대회 출전을 위한 사진의
제출

를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Ÿ

한편, 상기 예의 D가 동일한 사진을 소셜 및 레크리에
이션 클럽에서 주최하는 동 클럽 멤버가 가장 좋아하
는 가족의 사진에 대한 사진 대회에 제출하는 경우,
이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목적, 혹은 개인의 자격으로

라. 사적인 행사 혹은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

Ÿ

행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진사가 있는 사적인 행사 혹
은 장소에서 개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진촬영
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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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에 대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러한 상황
에서 개인이 사진사의 존재 혹은 사진촬영행위에 대하
여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

Ÿ

고 있음
또한 PDPA는 개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
관에 대하여 필요한 동의가 획득되었음을 보장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음

Ÿ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은 사적인 행사에 참석한 자들이
사진의 수집, 사용 및 공개의 목적에 대하여 인지할

Ÿ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만일 사내 뉴스레터의 발행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다고 간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ⅰ) 참석자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에 기관의 내부 뉴스레터
의 발행을 목적으로 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사진
촬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할 것
ⅱ) 관의 내부 뉴스레터의 발행을 목적으로 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사진 촬영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공지를 행사의 등록, 혹은 행사장소의 입구
에 할 것
ⅲ) 사진사로 하여금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을 때 기관의
사내 뉴스레터에 사용될 사진을 찍는다는 점을 인지
시키고 이에 참석자가 자발적으로 응하는 경우에만
사진촬영을 하도록 할 것
② 동의의 철회
Ÿ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대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
Ÿ

철회가 어떠한 효과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만일 기관이 어느 개인의 사진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고, 해당 개인이 추
후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그러한 동의 철회 이전에 회람된 연간 보고서의 모든 사본을

Ÿ
Ÿ

회수해야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나 위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개인정보의 추후 사용 혹은 공개를 중지하여야 함
한편 사진 혹은 비디오에 다수의 개인이 등장하고 이들 중 한 개인이 자신의 동의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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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는 경우,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진 혹은 비디오를 계속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음
ⅰ) 기관은 동의를 철회한 개인의 이미지를 가려야 함
ⅱ) PDPA 혹은 다른 서면의 법에 따라 해당 개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 혹은 공개하
는 것이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③ 예술적 혹은 문학적 목적을 위한 예외
Ÿ
전문사진사가 어느 기관의 사적인 행사 혹은 활동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해
당 사진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싣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Ÿ

사용하기 위하여 예술적 혹은 문학적 목적을 위한 PDPA상의 예외를 원용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관련 기관은 해당 사진사가 그러한 사진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혹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획득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고지에 관한 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고지에 관한 지침은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을 돕기 위한 지침이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에 관해 기관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지침
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에 대한 예를 적시하고 다.
-

고지의 형식적 견본 양식

-

고지에 사용될 수 있는 견본 문구

-

고지가 위치할 수 있는 장소의 유형에 대한 예

-

동의 획득시 기관이 채택하여야 하는 모범 관행

-

동의 획득이 필요한 목적의 적시 예

-

행운권 추첨시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공개와 관련한 행운권 추첨 견본 양식

-

CCTV

가 가동중임을 개인에게 알리는 견본 고지 양식

☐ 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상기 일련의 권고적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부
문에서

PDPA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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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권고적 가이드라인은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해온 다른 권고적 가이드라인, 즉

PDPA

의 핵심 개념에

관한 권고적 가이드라인, 연락중지청구 조항에 관한 권고적 가이드라인 및
선별적 주제에 관한 권고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해가 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PDPA

의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가장 기초적인 법체계로서 운영

될 뿐이며 기존의 부문 특정 법적 및/혹은 규제적 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관행이

PDPA

및 적용 가능한 여하한 부문별 법

규하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기관
에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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