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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가공은 신기술의 원동력이다. 데이터

의 가공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

로 변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 교역은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활용 및 지원하는 방안의 법적 연구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금전적 손

실이 클 뿐 아니라 유출된 개인의 인격적 침해 우려가 있는 점, 유출된

데이터는 돌이키기가 어려워 그 손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새로

운 형태로 가공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예측이 불가하여 개

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데이터의 활용만큼 중

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빅데이터 등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일상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며 WTO 회원국의

시장 개방 확대를 목표로 하는 UR 협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된다. 현행

WTO 체제 하에서 GATS 제14조 예외의 인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 개

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데이터 이전 제한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GATS 제14조를 다룬 US-Gambling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필요성’의 요건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는 비판을 사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그 균형점을 찾는 일은 개인정보

와 관련한 통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WTO 통상 규범에서는 데이터 제한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범, 기준점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대조적인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마련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

고 있다. 가령 미국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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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에 서버 이전을 의무화

하고 데이터 이전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미·중 무역 갈

등 상황의 대척점이 되고 있다. 한편 2019년 이후 WTO 회원국들은 이

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하여 국가 간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입장이 제각

각 달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국가 들은 예상 가능한 무역 분쟁을 막기 위해 다자간 무역 협

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미국과 유럽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데이터 국외 이전 법리 간의 차이를 ‘프라이버시 쉴드’를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유럽 국가로의 데이터 국외 이전의 경우 적절성 테스트 통과 등을 거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이는 또 다른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데이터 국외이전이 협정국 간에만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

호 간 균형을 위한 기준점 마련을 위해서는 GATS 제14조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 해석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규정

추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와 통상은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교역과 관련하여 주

목 받고 있는 빅데이터,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민감 정보와 같은 이슈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필요성 심사에 대한 세부적 기

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APEC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고려할 뿐 아니라 EU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가능한 ‘적정성’의 개인

정보 국외 이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공

정한 기준 확립을 위해 ‘기술 중립성’, ‘투명성’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

다.

1980년 OECD에서 OECD Privacy Guideline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APEC Privacy Framework가 마련되었으며, 2013년 개정된 OECD

Privacy Guidelines을 반영하여 2015년 APEC Privacy Framework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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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되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의견 반영을 통해 이루어지

며, APEC 회원국 간 유사한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통상 규범을 마련할 때 설득력 있는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을 살펴본 결과, APEC

회원국이 아닌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유연한 법

제를 선택하는 일본, 미국,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중 ‘민감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감정보’ 보

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WTO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을 이끌어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교역 규범 마련 과정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외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입각한 법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점

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 디지털 교역,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국경 간 데이터 이

전, 전자상거래

학번 : 2017-2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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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3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물리적·공간적인 경계

없이 디지털 정보와 기술의 융합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1)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가 된 2008년 오

픈마켓 개인정보 유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2011년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2019년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 ‘편리

한 안전성’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개정안의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

인정보보호는 디지털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 이전 정책을 펼치는지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점차 디지털 교역 규범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WTO 회원국 간의 기준점

에 대한 합의는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로봇, 증강 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을 든다. 사

물에 부착된 수많은 센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

해 실시간으로 모이고, 그렇게 모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정

한 패턴을 발견한 후, 이를 활용해 AI나 로봇 등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빅데이

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발견

하여 독창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만들

1) 하인호, “[이슈칼럼] 4차 산업혁명 국가경쟁력은 개인정보 보호되는 ‘안전한 편리함’” 보
안뉴스, 19.10.30.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4078&kind=> 
(20.1.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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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 패턴, 취향이나 선호도, 위치 정

보가 드러날 수 있고, 얼굴인식이나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2)

데이터 이전에 적용되는 서비스 무역 규범은 각 국가의 자율성을 존

중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도입 초창기 단계로 그 개념에 대한 발

달은 아직 미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TO 설립협정 중 제1 부속서

는 크게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GATT1994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GATS

규정으로 나뉘는데, WTO 판정례인 US-Gambling CASE에서는 데이터

이전의 경우 GATT와 GATS 중 GATS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다. 그러나 WTO 통상 분쟁사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원

용이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GATS 제14조에 대한 적절한 연구는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국가 간의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경우, GATS 제14조에서 일반적 예외 규정을 엄

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보호법익은 모든 통

상법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를 소홀

히 취급한다거나 고의적·기술적 유출로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

고 있으며, 사건 사고가 연이어 끊어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보면 개인정보보호는 오히려 적정한 선에서 장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즉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국가가 일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며, 적정한 기준의 설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TO 협정문과 현실의 불일치가 그대로 모순된 채로 유지되는 현 상황

에서는 통상협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해석의 법리를 개발하거나 규

범을 추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

법을 시행 중이나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

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도적인 IT 기업에 대한 성장을 지원

2)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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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국에서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의 연원을 인권에

서 찾고 있는바 적절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국

가로의 데이터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양상으로 인해

1995년 WTO의 전자상거래 무관세선언 이후로 전자상거래 작업반이 그

검토를 위해 약 20여 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의 마련은 중요한 문

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통상협정문을 검토하고, 재판부에서

데이터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WTO 통상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성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디

지털 교역 규범 도입에 있어 구성국 개인정보보호의 법리를 알고, 최근

의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간 무역 협정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에서

새로운 규범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그 기준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상품뿐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맥킨지는

2021년 데이터 이동량이 2014년과 비교해 9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3)

데이터 이동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건 사고는 국경을

3) 이종선, “국경 무너지는 디지털 통상... ‘개방’ ‘폐쇄’ 기로에 선 한국”, 
국민일보(19.1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5375&code=11151100&cp=nv
> (20.1.14 최종방문).



- 4 -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과 대응이

흥미롭다. EU는 GDPR과 같은 다소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고 ‘적정성’ 평

가를 통과한 국가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허용한

다. 일본, 캐나다 등은 CPTPP 체약국으로 국내법 또한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은 미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면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서버

현지화 금지 등에 반대하는 대결 구도를 보인다. 이러한 양극화된 법 및

주요국의 다른 입장은 다가올 통상 갈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교역의 규범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연구의 배경

2019년 7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최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사상 최대의

벌금인 50억 달러(약 5조 8,960 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FTC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에서 최대 8700만명의 개인정보

가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에 누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4) 영국은 같은 사

건에 대해 2018년 10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50

만 파운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탈리아는 2019년 6월 100만 유로 과징

금을 부과했다.5) 이렇듯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의 양상이 한 국가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으며 동시다발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김유정,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벌금 5조 8,900억원 벌금 물 듯”, 
조선일보(19.7.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3/2019071300326.html?utm
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1.14 최종방문).
5) 박지성, “페이스북 개인정보 침해사건조사 17개월 경과... 결론 서둘러야”, 전자신문
(2019.10.4.) <http://www.etnews.com/20191004000223> (20.1.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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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데이터 저장 공간에 대한 수요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

다.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5G 상용화로 생성되고 처리되는 데이터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 시스코(Cisco)는 IP 트래픽(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2016∼2021년 연평균 25% 늘어나고, 이

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도 연평균 36% 늘어날 것으

로 전망했다.6)

맥킨지(Mckinsey)는 인터넷 트래픽(traffic) 기준으로 2005∼14년 전

세계 국가간 데이터 흐름(cross-border information flows)이 약 45배 증

가했다고 파악하고 있다.7) 전자상거래 무역 비중도 전 세계 상무역의 약

12%, 서비스 무역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8) 국제 무역이 국

가 간 데이터 흐름의 추세에 동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는 시

작에 불과할 뿐 제4차 산업혁명 확대·심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도는 비약

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5∼21년 동안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이 약 217배 증가하고, 인터넷에 연동되는 단말기(devices)의 개수가 세

계 인구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시스코(Cisco)의 예측이 이를 뒷받침한

다.9)

2018년 WTO의 세계무역보고서에서 따르면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IoT, AI, 3D 프린터 등의 이용이 가능해졌고, 디지털 기술로 인해 혜택

6) 구은모, “에퀴닉스,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수혜 필연적” 아시아 경제(19.10.6.),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616100393437>, (20.1.14 최종방문).
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데이터 활용에서 창출
되는 경제적 혜택의 약 75%가 ICT 이외의 분야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4).
8) Daniel Castro and Alan Mcquinn, Feb 2015, “ Cross-Border Data Flows 
Enable Growth in All industries”,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http://www2.itif.org/2015-cross-border-data-flows.pdf> (20.1.14. 
최종방문).
9) Cisco, 2017 Annual Report, (2017), p.2
<https://www.cisco.com/c/dam/en_us/about/annual-report/2017-annual-report-full.PDF>,
(20.1.14 최종방문).



- 6 -

을 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시장 집중화, 사생활 침해, 생산성 및

디지털 격차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으로 인해 상업적 및 사회적 이익이 발

생하게 되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데이터의 사생활 보호 문

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출했다.10) 산업혁명이 진

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기록물로 남기보다 경제

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

스에 대비되는 새로운 교역재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충돌하고 있다.11)

최근 미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이외에도 데이터(정보)를 디지털

무역의 주요 구성항목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12) 경제적·사회적 생활 전

반에 걸친 세계화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국경 간 이

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O20(Online to offline) 등 전통적인 영

역 구분을 파괴하는 융복합의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개인정보의 공

유 및 집적화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IT 산업 및 글로벌 네

트워크의 발달로 비즈니스 효율성과 정보의 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공간

과 국경의 제한을 뛰어넘는 개인정보의 이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인지한 결과다.13)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로 침해되는 피해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여

통상협정에서는 논의가 부족함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한 번 발생한 피해

10) 2018 World Trade Report (2018) p.3-4.
11) 이한영, 차성민,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2018년), 18-3, 국문 요약 중 일부.  
12)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act sheet on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 Key barriers to digital trad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9/march/fa
ct-sheet-2019-national-trade-estimate>, (20.1.14 검색).
13) 박광배 외 1인, “APEC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논의현황” ; 고학수, 「개인정보 보호의 법
과 정책」, 박영사 (2016) 5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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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되돌리기가 어려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명확한 통상 규범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데이터의

통합 및 가공으로 가치가 변화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데이

터 가공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난제로 꼽히고 있다.14) 이에 따라 디지털 교역

규범 수립 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법적 기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디지털화는 국제 무역에 깊은 영향을 미쳐 국제화의 장벽을 낮추고

무역 경쟁력의 증가를 달성하였다.15) 특히 데이터 무역체제의 출범은 데

이터 활용을 통해 헬스케어, ioT 등 전 산업 영역에 걸쳐 부가가치 산업

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16) 인터넷 및 각종

기술의 발전은 글로벌화 되어 더 이상 국경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데이터 무역의 발 빠른 전개는 국가 간 규제의 차이가

남아 있는 통상의 영역에서는 통상 법 및 정책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점점 더 복잡해지는 디지털 통상 및 국제 거래의

흐름의 양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

두되고 있다.17)

본 논문은 디지털 교역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모색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관련 통상 규범 및 주요

14) Javier López González, Janos Ferencz, “International Trade and Market 
Openness”, OECD Trade Policy Papers, 2018, p.11.
15) Ibid, p.4. 
16) 2020년 5∼6월경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에 한국도 참여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2019.3.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이루어진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
들이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1. 해당 국가 내 현지 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2. 해당 국가 내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3.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등
을 응답하였다. 
17) Javier López González, Janos Ferencz, Supra not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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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기술의 발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가장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통상 규범인 GATS 제14

조의 ‘필요성의 법리’가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의 ‘적정성’의 기준이 구성국들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통상 갈등을 해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의 국외이전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규범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

다. Johannes Thierer의 2018년 논문 ”Privacy as an Obstacle : Data

Privacy Under the GATS“에서 GATS 규범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다

루고 있고, Andrew D.Mitchell, Neha Mishra는 ”Data at the Docks :

Modernizing International Trade Law for the Digital Economy“(2018)

에서는 디지털 통상의 가속화에 따라 현행 통상 규범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Rolf H. Weber는 ”Regulatory Autonomy and privacy standards

under the GATS“에서 개인정보보호와 GATS 규범의 해석 방법을 제시

한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의 국외이전 및 통상 규범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노형(2016) ”데이터 국제무역의 출범-TPP의 중요한 의의”

에서 데이터 무역에서의 통상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박훤일(2014)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EU BCRs와 APEC

CBPR을 중심으로-“에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APEC의 CBPR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그 밖에도 최근 데이터

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및 신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교역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연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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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와 관련된 통상 규범에서 국가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 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균형을 모색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개인정보보호

를 이유로 한 데이터 이전 제한에 대한 법적 논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디지

털 통상 규범을 제정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단기적으로는 GATS 제14조 해석의 법리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해석의 기준을 추가하여 국가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

고 분쟁 발생 시 수정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

차별대우 위반 해소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조문을 WTO 통상 규범

에 추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일단 한 번 침해되면 회복이 어려운

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 및 ‘국가‘의 사전 예방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APEC 기구 및 EU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개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규범을 수립하여 운영 중인 APEC의 경우

국가 간 합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을 구성국으로 APEC등 국제기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국가 간 협

력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존중하며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

한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속력을 가진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최근

USMCA, CPTPP 등 새로운 통상협정의 형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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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는 있으나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상

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각 국가의 개인

정보보호의 근간 및 국내법이 다른 만큼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공통된 교집합이 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조문을 통

상 규범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1. 연구의 범위

현재 세계 각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살아있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18) 국가는 데이터 이전 시 제한되는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태로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데

이터 이전 금지 조항을 가급적 두지 않고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온

라인’으로 개인정보가 국경 간 전송되는 경우 통상 규범 및 국내법에 대

해 검토하고자 한다.

2. 논문의 구성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통상 규범을 검토하고자 한다. 개

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동일 개념은 아니며 국가

18)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 시행일 2017.10.19.)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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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WTO 및 국가 간 협정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

다. 오랜 기간 WTO에서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범을 만들고자 노력하

고 있으나 뚜렷한 결과물이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WTO 회

원국들은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포함하여 디지털 통상이라는 규범을 다자

간 무역협정 및 양자 간 무역 협정에서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한

다. 국가 간 협정문 및 FTA 협정문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유럽 간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통해 국가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방식 및 제한이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적용 가능한 WTO 통상 규범 및 통상

사례(US-Gambling case, China Audiovisual case)에 대해 알아보겠다.

WTO 통상 규범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는

GATS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14조를 들 수 있다. 향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통상 분쟁 발생 시, 현행 규범 해석의 방향 및 기존 통상 사례의

분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현황 및 추진 실

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데이터 국외이전, 로컬라이제이

션(Localization, 서버 국내 설치 의무화), 민감 정보, 비식별화된 규정 등

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차이점의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와 관련한 통상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

겠다. 최근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민감정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한 반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소스가 비식별정보를 활

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국가들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일본이 그러한데, 이러한 추세를 검토하고 새로운 통상 규범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협정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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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와 관련한 규범이 추가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규

범을 마련하면 좋을 것인지 기준과 핵심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GATS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해석

의 법리를 마련하여 국가들이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시 참고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TO 통상 규범은 회원국 전부의 동의

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할지라

도, 점진적으로 WTO 회원국 간 개인정보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한 합의

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중국의 경우 별도의 프라이버시 법이 제

정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서버 이전 의무화를 제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통상 규범을 단시간에 만드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개인정

보의 보호와 활용 간 기준점 마련을 위하여 필요성 법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 13 -

제2장 개인정보와 디지털 교역의 관계

국가가 무역의 주체로 물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

식의 교역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역은 주체, 대상, 방식 면에서 과거

와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통상에서 개인정보보호

가 중요하게 된 것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

한 디지털 교역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게 된 원인인 기술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WTO와 국가들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

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와 그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차이는 무엇인지 양자의 관계는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한

편, 개인정보는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데,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데이터 국외이전 규범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싸고 국가 간 협약 및 통상 규범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의 기준점

이 되는 통상 규범 마련에 있어 현 위치를 점검하고자 한다.

제1절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류 역사에 비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상의 형태도 달라졌다.

바퀴, 철도의 발명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거래하는 방식도 변화하

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이르러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무역상황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

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것이다.19) 이러

한 급속한 기술의 변화로 인한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데, 개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양날의 검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개인

19) World Trade Report 2018, WTO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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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는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최초로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현

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정보통신 기술(ICT)

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의 시대를 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 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온다.20) 그 예로

IoT(Internet of Things), AI(Artificial Intelligence), 3D 프린팅과 블록체

인을 들 수 있다.21)

기술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양을 늘리고, 비용은 절감시켰다.

UNCTAD는 전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양은 2015년 25조 원으

로 2013년 대비하여 56%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한편 1996년과 2014

년 사이 수입, 수출로 인한 비용은 15%가량 감소하여 기술적 진보는 비

용을 절감시켰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무역의 증가 등

무역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도 전체 무역 비중에서 서비스무

역의 비중이 2030년까지 21∼2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의 통상 리포트에서는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의 기술 발전은 진

입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하였다.22) 이들 기술은 잠재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장을 가져오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기술 발전으로 교역의 형

태에 여러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0)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4%EC%B0%A8_%EC%82%B0%EC%97%85%ED%98%81%
EB%AA%85 (20.1.14 최종방문).
21) WTO, World Trade Report 2018, p.4.
22) Ibid,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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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역할 확장

과거 국가 간 무역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간의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그 주체를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이에 더하여 개인에게까지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며 디지털 교역의 주체는 대

폭 확대된 거래구조와 역학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거

래 상대방을 탐색하는 비용을 경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1인 기업까지도 손쉽게 생산, 수출, 수입기업으로 국제 무역이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참여하게 되었고, 소비자나 개인이 수출입

기업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상품 조달이나 생산, 판매에까지 나서며

디지털 교역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였다.23) 데이터 이전의 대상은 비즈니

스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의 정보 이전, 보관,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점차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도 주체가 되고 있다.24)

3.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 증가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이전

간의 충돌이 예상되며 개인정보의 문제는 국제통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

슈가 되었다. 2017년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8천 명에 달하는

사용자 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ge Analytica)에 건네었다

는 점이 밝혀졌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이전부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이용자 신상정보 수집 사실을 알고

23) 이주형, “디지털 교역상의 비차별대우 원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9), 45면

24) 이주형, 앞의 논문, p45, ‘Private data, private laws’ 2012.1.28.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12/01/28/private-data-public-rules(20.1.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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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문서들이 공개됐다고 NBC 방송과 비즈니스 인

사이더가 최초 발견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8천

700만 명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2016년 대선 때 정치 캠페인 등

에 활용한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의 허술한 이용

자 정보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25)

4. 데이터의 가치 확대

이러한 피해가 늘어나는 원인은 데이터의 가치 또한 이전과는 달리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OECD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향상을 통해 ① 데이터 접근 방법

의 향상으로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다른 기능을 촉진할 수 있다

고 보았다. ②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고 보았다.26) 이렇듯 데이터 통상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통상의 활성화 및 기술 변화로 인류 삶의 획기적

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가 각종 경제활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데

이터 관련 규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상품·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매우 크다.27) 이러한 움직임은 WTO 회원국에 데이터 관련 규제정

책의 안정적 시행이 필요함을 느끼게 해준다. 데이터 국내화 요건 금지

등 FTA 규범은 물론이고 모든 데이터 국외이전 규범은 WTO 협정과의

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의

25) 정성호, “페이스북,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수집 美 대선 前 알아“ 연합뉴스, 
2019.8.24.(https://www.yna.co.kr/view/AKR20190824014000091?input=1195m), 
(20.1.14검색).
26) OECD, “OECD Expert Workshop on enhanced access to data : Reconciling 
Risks and Benefits of Data re-use”, DST / CDEP / SPDE (2018) p.4.
27) 김승민,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 무역규범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TPP협정의 국경간 정보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2-2 (2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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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GATS와 이러한 무역 규범 간의 양

립성은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28)

데이터 통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 국외 이전 허용 여

부 및 로컬라이제이션 등 각종 규정을 두고 대립 양상에 있다. 한편 글

로벌 정보기술(IT)업체인 구글은 2016년 구글 맵 제작에 필요하다며 한

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청했다. 한국 밖에 있는 서버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거절했다.29) 데이터의

이전이 안보, 무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5.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점 필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데이터 가치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

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오랜 시간 WTO 및 각국에서 개인정보 통상 규

범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데이터 통

상의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GATS 제14조와 제14조 단서에서 예외

해석 혹은 GATS 제6조의 법적 의무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통상 규

범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하는 국내규제 및 예외적 법리 적용 범위 밖이라면, 이는

곧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을 의미하며, WTO

국가들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적용에 있어 새로운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30) 국가의 규정 난립이 계속될 경우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 간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어 개인정보보호가 사실상 의미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초가

28) 이한영·차성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8-3, 국문 요약 중 일부. 
29) 이종선,“국경 무너지는 디지털 통상...‘개방’,‘폐쇄’ 기로에 선 한국”, 국민일보 19.1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5375&code=11151100&cp=nv
> (20.1.14.최종방문). 
30) Andrew D. Mitchell, Neha Mishra, “Data at the Docks: Modernizing 
International Trade Law for the Digital Economy”, 2018, 「Modernizing 
International Trade Law」 Vol. 20:4, p.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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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나 합의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 규범 마련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2절 WTO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 선언

4차 산업혁명이 주창되기 이전부터 WTO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

고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WTO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제정책에 대한 우

려가 급증하자 WTO는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

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31)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쟁점을 검토할 작업반이 일반이사회 내에 설치되었으며 회원

국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 관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32)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구

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2001년 11월에 열린 제4차 도하 각

료 회의에서는 작업계획을 지속하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선언을

다음 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33) 2004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선언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5년 홍콩 각료 선언은 작업 계획

에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여전히 충분치 못함을 인지하고 다음 회의까지

31) 전자상거래 선언(1998.5.2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com_e/mindec1_e.htm>, (20.1.14최종방문).
32) 곽동철, 안덕근,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
할”,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 131호 (2016), 54면. 
33) WTO/Ministerial Conference Fourth Session, Ministerial Declaration, 
MT/MIN(01)/DEC/1, November 20 2001, par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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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할 것을 선언함에 그쳤다.34)

2009년 12월 열린 각료회의 역시 작업 계획에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여

전히 충분치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을 다음 회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외의 별다른 성과 없이 마

무리되고 말았다.35) 2011년 12월 개최된 각료회의는 작업계획 중 개발과

관련된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일반이사회에 지시하였지만 실질적

인 성과 없이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선언을 다음 회의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림에 만족해야 했다.36) 2년 뒤 열린 제9차 발리 각료회의는 급

속한 ICT의 발전을 인식하여 휴대전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소프트웨

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증가와 사생활 및 소비자 보호 등이 무역에 미치

는 영향을 작업계획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발리 각료회의

역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선언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37) 나이로비 각료회

의에서도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선언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 외

에는 작업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38)

WTO 다자협상 차원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 논의는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유일하게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낸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

세선언 조차도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을 뿐 WTO의 원칙으로 인정받

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34) WTO/Ministerial Conference Sixth Session, Doha Work Programme - 
Ministerial Declaration, MT/MIN(05)/DEC,22 December 2005, para.46.
35)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MT/L/782, December 11. 
2009.
36)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843, December 19. 
2011.
37) WTO/Ministerial Conference Ninth Session,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inisterial Decision of 7 December 2013, MT/MIN(13)/32, December 
11. 2013.
38) WTO/Ministerial Conference Tenth Session,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MT/MIN(15)/42, 
Decembe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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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39)

2.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이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1998년 9월 상품

무역이사회(GATT Council), 서비스무역이사회(GATS Council), 지적 재

산권 이사회(TRIPS Council), 무역 개발 위원회(Committee for Trade

and Development)로 하여금 각각 전자상거래 통상현안을 검토하게 하

고, 그 결과를 일반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E-commerce Work Program)’을 채택하였다.40) 이후 2000년 7월 일반

이사회는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정하였고 각

이사회는 일반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41)

상품무역 이사회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GATT 1994에 대해

관세와 분류문제 및 시장접근의 문제, GATT 1994의 제7조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과세가격 평가문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문제, 관세 등 세금과

수수료의 문제, 전자상거래의 표준 및 원산지 규정 등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42)

서비스 무역 이사회에서는 ‘전자상거래’를 GATS의 법적 테두리 내

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관세와 분류문제 및 GATS 제1조(범위), 제2조

(최혜국대우), 제16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대한 시장접근 양허), 제

17조(내국민대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 투명성, 개도

국의 참여 증진, 국내규제, 경쟁, 사생활 보호, 대중 교통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43) 서비스 무

39) 곽동철·안덕근, 앞의 논문, 54면.
40)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September 25. 1998. 
41) WTO, G/L/421, 24 November 2000. para 1. 
42)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843, 19 December 
201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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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이사회는 1999년 3월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대한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일반이사회에 ‘잠정보고서(Interim Report)44)를 제출하였다. 각

회원국 대표들은 4차례의 공식 비공식적인 회의를 거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

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렀다.45)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이사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보호와 실행, 상표권의 보호와 실행, 신기술과 기술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46) 관세와 분류문제 및 GATS 제1조

(범위), 제2조(최혜국대우), 제16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대한 시장접

근 양허), 제17조(내국민대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

투명성, 개도국의 참여 증진, 국내규제, 경쟁, 사생활 보호, 대중 교통신

청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47)

3. ITA 협정

2012년 12월 16일 WTO 구성국들은 정보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구입 수단에 불구하고 IT 상품의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ITA 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서명했다. ITA는 1996

년 처음 정보 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관세 협정이다. ITA 협정

은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1996년 12월에 29개의 참여국에 의해 결정되

었다. IT 상품 무역에서 97%를 차지하는 82개국까지 그 참여국이 증가

하였다. 참여국들은 이 협정으로 IT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

43) Ibid 2.1.
44) Ibid 1.2.
45) 곽동철, 안덕근, 앞의 논문, 55면.
46) Ibid 5.1. 
47) Ibi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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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5년 12월 50개 이상 국가가 이 협

정을 IT다른 상품에까지 확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1년에 약 1.3조 원 이

상의 가치가 있는 201개의 추가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48)

4. TiSA 협정

TiSA49)(Trade in Services Agreement)는 2012년 미국 피터슨연구

소가 난항을 겪고 있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타개책의 일

환으로 제안했던 서비스 분야의 ‘복수국 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

이 모태가 되었다.50) 동 정책제안 이후, ‘RGF(Really Good Friends)51)’로

지칭되는 서비스 협상 그룹이 서비스 시장 자유화에 관한 비공식 예비회

의를 진행함으로써 2012년 12월에는 회원국 간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

48)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nftec_e.htm> (20.1.14 최종방문).
49) FTA 홈페이지 영문 협정본에서 발췌, 
<https://www.fta.go.kr/main/support/wto/3/> (20.1.14 최종방문).
50) Inside US Trade, Peterson Institute Argues for Services Deal Along Lines of 
U.S. Position, May 3, 2012.
<http://insidetrade.com/Inside-US-Trade/Inside-U.S.-Trade-05/04/2012/petersoni
nstitute-argues-forservices-deal-along-lines-of-us-position/menu-id-710.html.> 
(20.1.14 최종 방문).
51) TiSA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은 무역선진국과 콜롬비아, 페루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아시아, 유럽, 북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의 지역적, 경제적, 문
화적 다양성을 초월하여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 및 새로운 규범 창출을 위해서 협상 
중 인 복수국 간 무역 협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23개
(EU를 1개국으로 계산)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리히텐
슈타인, 멕시코, 미국, 모리셔스,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
타리카, 콜롬비아, 터키,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호주, 홍콩, EU이다. 한편 우루과이와 파
라과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2015년 협상국에서 탈퇴하였으나, 이들 참가국이 글로벌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70%를 상회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TiSA 협상을 통해
서 도출되는 새로운 무역 규범은 명실 공히 세계무역의 새로운 질서로 기능하며 동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WTO 회원국들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
할 것으로 예상된다. Inside US Trade, “S, EU Pursuing New e-commerce 
Principles for December Ministerial,”World Trade Online, December 9, 2011; 김승
민,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제법학회논
총」, 62권 제2호, (2017),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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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합의했다.52)

TiSA는 일부 WTO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협정으로서 엄밀히 말해

WTO 체제내의 협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추가 참여와 위상 제고를

통해 회원국 간 합의하에 복수국 간 협정 형식으로 WTO 협정에 편입

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GATS 양허 체계와 유사성 및 중국 등

신규 회원국의 협상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TiSA의

WTO협정 편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53)

TiSA 제2조에서 국가 간 정보 이전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TiSA 추가

양허 안에 동 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TiSA 협정

에 참가국 간 개인정보의 이전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미국의 주장과

핵심적 인권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는 EU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

는 것으로 현재 종결되었다.54)

국내화 조치 금지와 관련하여 TiSA는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의 위

치, 국가 간 정보 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관한 조문을 도입하

고 있다. 조문의 내용 및 기본 구조 측면에서 이는 TPP 관련 규정과의

유사성이 매우 높다. 각 조문은 국내화 조치를 금지한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위 ‘부작위 의무’(negative obligations)를 명기하면서도 필요

성 심사(necessity test)에 의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TiSA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

간 정보 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관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으

며,55) 조문의 기본적인 구조도 양자 간 매우 흡사하다. 양허 협상 결과에

52) 정보통신정책학회, 새로운 산업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전략 수립, (2017),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142면. 
53) 정보통신정책학회, 앞의 논문, 143면. 
54)  2012년 미국 피터슨연구소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일환으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 간 협정(plurilaterl agreement)’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
로 ‘RGF(Really Good Friends)’로 불리는 서비스 협상 그룹이 추진했던 협정의 공식 명
칭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이다.
55) 각각 제8조(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제2조(Movement of 
Information/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제6조(Transfer or Access to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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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적용배제 대상은 회원국이 양허표에 기재한 조치이어야 하며, 동

시에 국가 간 정보 이전(제2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제6조), 컴퓨팅 설

비의 위치(제8조) 및 전자적 전송 콘텐츠에 대한 비차별 대우(제10조 3

항) 등과 관련된 경우에 국한 된다.56)

TiSA 제2조에서 국가 간 정보 이전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TiSA 추

가 양허안에 동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TiSA 협정

에 참가국 간 개인정보의 이전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미국의 주장과

핵심적 인권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는 EU 사이에 의견이 대립

하는 것으로 현재 종결되었다.57)

EU 집행위 내부에서도 사법총국을 중심으로 일부 개인정보보호가 미

흡한 국가가 동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TiSA에 동 규정을 포함하게

될 경우 향후 체결될 무역협정에 전례가 될 수 있다며 TiSA 협정에 개

인정보 이전의 근거를 두는 것에 반대하였다.58)

5. 개인정보보호 규범 마련을 위한 WTO의 노

력

WTO에서는 미래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불공정한 시장, 프라이버

시 침해 우려, 보안의 위험, 디지털 격차,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 규범의 마련 필

요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59)

WTO는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보안, 디지털 격차, 거대 IT 기업이

수익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공정한 시장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56)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조 4항. 
57) 2012년 미국 피터슨연구소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일환으로 서비스 분
야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 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추진을 제안했다. 이
를 계기로 ‘RGF(Really Good Friends)’로 불리는 서비스 협상 그룹이 추진했던 협정의 
공식 명칭이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이다.
58)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0조 4항 및 5항. 
59) World Trade Report 2018, WTO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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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 의한 결정과 관련하여 WTO General Council은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그 과정을 실험하였고, WTO General Council은 구성국이 광

범위하게 일반적으로 WTO의 생존을 위하여 특히 데이터 보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60)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1)에서는 2016년 10월 개최된 전자상거래 세션에서의 논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개도국은 지금까지 진행된 전자상거래 논의에 반발하면서

개발을 전자상거래 논의의 핵심 이슈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는 MC11에서 새로운 작업반을 설치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본격적

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는 2019년 말 종료되는 전자

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조치의 연장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작

업반을 설치하기 위한 각료결정문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여기에

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멕시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가 지지 의

사를 밝혔다.61) 현재 WTO는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마

련을 위하여 2020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62)

제3절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의 관련성

60) Gianpaolo Maria Ruotolo, “The EU data protection regime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where dream and day unite”, 6 QIL 51(2018) 5-29.  
 
61)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2018.1.16. 
Vol. 18 No. 1, 10∼11면.
62) 이승재, “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디지털무역 국제규범 논의”,뉴시스, 
19.10.2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4413&cID=10401&pID=1040
0> (20.1.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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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1) 프라이버시의 의의와 연원

프라이버시권은 ‘홀로 있을 권리’로부터 출발한다. 초기의 프라이버

시권은 본질적으로 ‘불가침의 인격(Inviolate Personality)’의 원리에 근저

를 두고, 모든 개인의 사적인 것이 세상에 공표되는 경우 신체적으로 폭

행을 당하는 것 이상의 침해로 여겨지는 감정, 사고, 정서의 심각한 침해

의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의 침해는 개인의 고

유함과 완전성을 손상시키며, 독자성을 방해하고 존엄을 훼손한다는 점

에서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63)

(2) 데이터 이전과 프라이버시

기업들은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사회적 이슈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보편적인 일이 된 오늘날,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사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게 된다. 따라서 초 국경적 데이터 이전과 활용의 자유화와 프라

이버시 보호는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축적·처리·이용이 가능해지면

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특히 인터넷이라

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인하여 프라

이버시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64)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는 유사어는 아니지만, 그들은 밀

63) 김혜경,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2014) 21면.  
64) 경정익, 앞의 책,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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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프라이버시의 다른 문화적 형태의 뿌리로 인해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럽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생각은 인간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한다. 반면에 미국은 주로 개인 자율성

의 보호에서 비롯된다. 영국의 정의는 소유권에 기초하고 있고 프라이버

시에서 기밀 보호의 위반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각 국가마다 프라이

버시의 개념은 다른 출발점에서 개발되었다.65) 그 후 1903년 뉴욕 주에

서 최초로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였고, 1965년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법원에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다. 한편 1960년 미국의 민법학자인 Prosser는 프라이버

시권에 대한 침해를 사적인 일에 대한 침입(Intrusion), 공개(Public

Disclosure), 오인(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도용(Appropriation)

등 4가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 유형으로 분류(Bloustein, 1964)하여 학계

와 법원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66)

2.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의 차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거나 두

개의 개념에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인 개념에서 프라

이버시는 헌법에서 추구하는 행복추구권과 함께 인격 발현과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지는 기본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프

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와 데이터 보호는 유사어는 아니지만, 그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의 다른 문화적 형태의 뿌리로 인해 그 개념을 정의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67)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들의 규율 방법

은 다음 두 가지로 정할 수 있다.

① 지형 기반 접근 : EU,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데이터 보호법을 가진

65) Johannes Thierer, Privacy as an obstacle ; Data Privacy,Frei/aw 01/2018 p.8. 
66) 경정익, 앞의 책 37면. 
67) Ibid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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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국가들은 이 방식의 접근에 따른다.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데이터가 얻어지는 곳에서 적용 가능 하느냐에 기준을 둔다. 데이터 추

출을 하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동일한 수준에 대해 이전되는 국가에서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국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이 그들의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할 것을 의미

한다. 불리한 점은 다른 국가가 그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

우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68)

② 조직 기반 접근 : 다른 접근은 조직적 기반 접근이다. 이 접근은 보호

를 위해 적용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 경

우 데이터 원본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곳의 프라이버시 법이 적용된다.

캐나다, APEC Privacy와 같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어떤 국제 규약은 이

러한 개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라이버시 정책이 실행될 때, 데

이터 보호에 대한 조치가 통제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

로 지적된다. 이들 두 접근 들은 겹치지만 상호배타적이다.69)

제4절 개인정보보호 통상협정 동향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WTO 통상 규범의 부재 및 국가마다 다른 개

인정보보호법을 운용하고 있어 무역 충돌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 간 무역 협정 혹은 다자

간 무역 협정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통상 규범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공통의 통상 규정을 마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이 체결한 FTA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살펴보겠다. 다음으

68) Ibid p.9. 
69) Ibid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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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과 유럽 간 데이터 국외이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밖에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와 2018년 11월 30일 각국 정

상 간 합의 하에 발효를 준비 중인 USMCA 규정들은 데이터 이전과 관

련하여 가장 진보적인 통상 규정으로 평가받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등장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규정은

이에 대응하여 서버 현지화를 통해 데이터의 이전을 막는 규범에 해당한

다. 이러한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다음 통상 규정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FTA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한국이 체결한 16개의 FTA 중에서 11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무적 규범의 성격은 없다.

상대적으로 한·미 FTA 규범이 데이터 이전의 원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국제기구의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베트남, 한·콜롬비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경 간 정보 흐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이 한·중

FTA에는 없는데,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이견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70)

한·미 FTA, 한·EU FTA 협정문은 공히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두 협정의 부속서에

는 ‘정보의 이전’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정보

의 국경 간 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71) 이로

70) 정찬모, “FTA 전자상거래 장의 변천과 과제 : 한‧미 FTA, 한‧중 FTA, TPP를 중심으
로”,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 제14집, (2017) 324면.
71) 대표적으로 한미 FTA를 보면 제13장 금융서비스 아래 ‘13-나 구체적 약속’ 항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
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내에 이 약속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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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7.43조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경제통

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나. 각 당사자는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약

속74)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사생활의 보

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 장치를 채택한다.

한·페루

FTA

제14.7조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

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전자상거래

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의 채택 또는 유지,

그리고 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국 경험에 대한 정보의 교환

한·미FTA

75)

제 15.8조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

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인해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주로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 거점 국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고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금융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11호가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포

함)의 전산실 및 재해 복구 센터는 국내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

여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따로 두어 왔다. 72)

<표 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FTA 내용 정리73)

력을 부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절 정보의 이전) 나아가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
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규
정하면서 그 기능의 예시로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처리란 ‘당사국이 부속서 13-2 제2절에 따라 
자국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 그 당사국은 또한 이전 후 그 정
보의 데이터 처리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다.(제3절 기능의 수행) 한편 위 부속서 외에 
‘부속서한’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
며, 미합중국은 부속서 13-가 제6항 나호 및 부속서 13-나 제2절에서 그러한 기관이 그러
한 정보를 이전하도록 허용할 자국 규제제도의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
영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정보의 보호 그 민감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감독기관의 권한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그러한 개정이 미합중국의 접근방법과 유사한 접
근방법을 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고학수 (2016), 
521∼522면.   
72) 고학수, 앞의책, 521면
73) FTA 코리아, <http://www.fta.go.kr/> (20.1.14 최종검색)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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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다.76)

한·호주

FTA

제15.8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

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한·캐나다

FTA

제13.4조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

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을 고려한다.

한·중

FTA77)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와 경

험을 공유한다78)

한·베트남

FTA

제10.6조

제10.6조 개인정보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다. 전자상거래 상 개인정보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국제 표준 및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

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이전되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

한다.

한·콜롬비아

FTA

제12.3조

제12.3조 온라인 개인 자료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

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 자료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 및 표준을 고려한다.

한·중미

FTA

제14.5조

1.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용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

자상거래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를 채택하거나 유지하

는 혜택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4) 한·EU FTA에서의 ‘약속’이라 함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호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1980년 9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
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75) 2012년 3월 15일 발효됨. 
76) Article 15.8 : 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 facilitating trade, and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refrain from imposing or maintaining unnecessary barriers to electronic 
information flows across borders. 
77) 2015년 12월 20일 발효됨.  
78) Article 13.5 :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 32 -

2.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의 등장

(1)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법리

미국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collecting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가 어떠한 위해를 미치거나 법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이상 허용된다79).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법률로서

명확히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금지된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80) 미

국은 EU와 달리 시장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통해 EU보다 민간영

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주로 소비자 권리의 보호로 보아서 개인정보를 경제적 가치로 인

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는 달리 유럽은 개인정보보호의 정당화 기반

이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 안보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가치도

포함한다고 인식하고 있다.81) 미국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은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노력한다. 시장경제 질서유지를 중요시하므

로 특별한 경우에만 법률을 제정하고 기본적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제

도를 마련하고자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2) 이렇듯 기본적으로 유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which ensure the 
protecti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and 
share information and experienc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79) European Commission, “Collecting & processing personal data: what is 
legal?”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data-collection/legal/index_en.htm.>
, (20.1.14 최종검색).
80) 윤재석, “유럽 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 (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
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5),(2016) 127면.
81) 조현석, “빅데이터 시대 미국-EU 간 개인정보보호 분쟁과 정보 주권에 대한 함의” 21
세기 정치학회보, Vol.26(2) (2016)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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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과 미국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 상이하고83) 이러한 점이 법

률에 반영되어 있다. 미국은 기술적 도구의 사용을 통해 이용자 및 기업

의 자율적 정보보호 활동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단일한 종합적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형식이 아닌 부문

별 개별법률 위주로 구성되어 왔다.84) 또한 별도의 집행기구가 존재하

지 않아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정성을 기

준으로 할 경우, 미국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라고 할 수 없었다.85)

(2) 세이프 하버 협약 체결 및 무효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EU와 미국 간에는 EU의 개인정보보

호 규칙에 따라 “적정한 보호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 제45조

의 2)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

를 이른바 “세이프 하버 프라이버시 원칙”(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이라는 명칭으로 2000년 미 상무부가 발표하였다.86) 그러나

유럽 집행위의 결정에 따라 세이프 하버 원칙은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

또는 사법적인 필요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세이프

하버 합의에 따라 미국 기업은 해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서 요구하는 7개의 원칙(고지, 선택, 제3 자 전송, 보안, 데이터 무결성,

접근, 법 집행)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상무부에 스스로 증명하여 신고

토록 하였다.87)

82)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주권부상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2018, 
IT&Future Strategy 
83) 이인호, “미국과 유럽 사이 개인정보 이동의 합법성 보장체계”, 「법학논총」 36(3) 전남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79면.
84) 유석진 외, (2005). “국가 간 개인정보 유통과 국제규범의 동학”, 9(3). 「국제지역연
구」,(2005), 105면 
85) 노현숙, 앞의 글 185면.
86) U.S. Department of Commerce,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 and Relat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July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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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미국과 유럽연합 간 세이프 하버 협정이 체결되었고,

EU가 미국 기업에 요구하는 7대 기본원칙88)을 규정하였다. 세이프 하버

협약은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라는 양측이 다른 상대방의 규제 전통과 방

식을 일정하게 수용한 결과로 도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EU 지침과

OECD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준상호주의 원칙은 지

속적으로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89) 그러나 세이프하버 협정은 2015

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개인정보를 이동하는 기업

들이 유럽연합회원국의 정보를 유럽연합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충분히 보

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른다.90)

(3)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

폐지된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할 EU와 미국 간 새로운 협정에 대

한 논의 끝에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EU-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

(Privacy Shield)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프라이버시 쉴드 원칙은 세

이프 하버 협정의 7개 항목 즉, 고지, 선택, 제3자 이전책임, 보안, 데이

터 무결성 및 목적 제한, 접근, 구제 등 이외의 16개의 추가원칙으로 구

성되었다. 또한 세이프 하버 협정과 달리 프라이버시 쉴드는 미국 국가

정보당국과 정부 대표로부터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포함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메커니즘을 갖추었다.91)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으로 인하여 미

87) 윤재석, 앞의 논문, 1271면.
88) 미국 기업은 고지 원칙(Notice), 선택 원칙(Choice), 제3자에의 정보 이전 
원칙(onward Transfer), 보안(Security), 정보의 완결성 원칙(Data Integrity), 
접근원칙(Access), 집행(Enforcement)원칙의 7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상무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https://www.trade.gov/publications/pdfs/safeharbor-selfcert2009.pdf>, (20.1.14 
최종검색). 
89) 정애령,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요건의 검토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규칙(GDPR)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2),(2019), 229면.
90) Case C-362/14, Maximi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15. 
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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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자체

적으로 인증하고, 자사의 웹사이트에 프라이버시 정책을 게시한다. 나아

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자원과 관

련한 개인정보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92) 무엇

보다 새로운 협약 하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누구나 여러

종류의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은 먼저 해당 기업에 직

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를 45일 내 해결해야

한다.93)

유럽연합과 미국이 체결한 프라이버시 쉴드에서 제시된 주된 내용은

국외이전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 준수의무, 강력한 법 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준수와 투명성 의무, 효과적인 구제수단 강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94) 예를 들어 사후적 관리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쉴드

체제에서 미국 상무부는 가입한 기업들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검토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가 이행을 약속한 원칙들의 준수를 확인한

다.95)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맺은 개인정보보호 이전협약인 프라이버

시 쉴드 조치로 유럽연합은 미국이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의 요건을 이행

하는 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함을 인정한 것이다.96)

그러나 강화된 보호 요건을 명시한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에도 불구

하고 유럽의회(EP)는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맺은 개인정보보호 이전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유럽 집행위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91) 윤재석,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 (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
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5), (2016) 1273면.
92) European Commission, “Data Protection”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files/factsheets/factsheet_eu-us_priv
acy_shield_en.pdf.> (20.1.14 최종 방문)
93) 윤재석, 앞의 논문, 1273면. 
94) 윤재석, 앞의 논문, 1273면.
95) 최경진,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국제협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21회 학술세미나 발
제문, 19.4.19, 46면. 
96)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Dec, 19, 2018.   
<http://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international-dimension-
data-protection/eu-us-data-transfer_en>(20.1.19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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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다.97) 유럽의회의 결의는 프라이버시 쉴드 합의에 따라 개인정보보

호를 위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설치하기로 했던

옴부즈만을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

고 있다.98) 도널드 트럼프 정부 아래 유럽의 기업이 미국에게 정보를 이

전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며,99) 미국이 EU가 요구하는 적정한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100)

3. CPTPP 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가 2018년 12월 통상 규범 중

데이터와 관련한 규정을 다른 통상 규범보다 더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대표적인 데이터 통상 규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각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이전에 관한 자신의 규제적 요건’을 가질 수 있다.101)

따라서 원칙적으로 CPTPP 당사국들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이전에

관하여 규제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 당사국은 ‘대상

인’(covered person)102)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초 국경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103) 전자적

97) EURACTIV.COM “MEPs want Commission to toughen up Privacy Shield under 
Trump", 2017.4.7.
<https://www.euractiv.com/section/data-protection/news/mepswant-commission 
to-toughen-up-privacy-shield-under-trump/?nl_ref=35540354>,(20.1.14 최종 검색).
98) 앞의 기사.
99) European Commision, “Joint press statement  from commissioner Vera 
Jourova and secretary of commerce Selbur Ross on the second annual Eu-U.S. 
privacy shield review”, (Oct 19, 20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18_6157> 
(20.1.14 최종 검색).
100) 정애령, 앞의 논문, 232면. 
101) TPP 제14.11.1조.
102) ‘대상 인’은 TPP 제9.1조에 정의된 대로 ‘대상 투자’(covered investment), TPP 제 
9.1조에 정의된 대로 당사국의 투자자(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제외), 또는 TPP 제10.1조
에 정의된 대로 당사국의 서비스제공자(TPP 제11.1조에 정의된 대로 ‘금융기관’이나 ‘당사
국의 초 국경 금융서비스 제공자’ 제외)를 의미한다. TPP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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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의한 정보의 초 국경 이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정당한 공

공정책 목적’(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중 하나이다.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은 프라이버

시 보호를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의 초 국

경 이전에 대한 제한이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

외가 허용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104)

CPTPP 제14.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조항

은 GATT/WTO에서는 물론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

던 새로운 통상 규범이다. 각 체결 당사국은 “통신의 보안과 비밀을 보

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대해 규제적인 요건

을 보유”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

으로 대상인에게 그 영토 내의 컴퓨팅 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팅 설비를

그 영토 내에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상기 국경 간 정보의 이전

의무화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에 대한 예외도 인정 된다.105)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조치가

강화될수록 상술한 데이터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저해되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터센터(data center) 등을 각 영업지역에 중복하여 설치해야 하는 비용

이 발생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존재

하는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하여 ICT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조치가 시행되는 국가의 소비자는 외국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제품과 온라인 서비스 상품에의 접근이 제한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의무화 규정과 더불어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규정은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103) TPP 제14.11.2조.
104) 박노형, “데이터 무역 국제규범의 출범,－ TPP의 중요한 의의”, 『안암법학』, Vol.50, 
(2016), 60면.
105) 곽동철, 안덕근 앞의 논문,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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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규정으로서 향후 디지털 무역 관련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이정

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106)

4. USMCA 협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1994년 NA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개정을 위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여 2018년 11월 30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규칙과 절차를 더 견고히 함으로써 이 협정은 당사국의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세계 다른 나라에도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107) 디지털 무역 장의 주요 특징108)으로 전자적으로

배포된 디지털 제품 (전자책,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에 관세

및 기타 차별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위치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어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당사자들이 개인을 보

호하기 위해 다른 법적 접근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 각 당사자

는 촉진하는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 다른 체제

들 사이의 호환을 위하여 당사자는 정보 교환을 위해 노력하며, 관할권

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적절한 확장 방법을 모색하며 그들 사이의

호환성을 증진시키는 약정을 하도록 정했다. 당사자는 APEC의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시스템이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임을 인식한다고 보아 APEC Privacy를 하나의 유효한 기준으

로 제시하였다.109)Article 16.4에서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106) 곽동철, 안덕근, 앞의 논문, 81면.
107) Government of Canada, “A new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
merciaux/agr-acc/cusma-aceum/index.aspx?lang=eng> (20.1.14 최종 검색).
108)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modernizing NAFTA 
into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8/october/
united-states%E2%80%93mexico%E2%80%93canada-trade-fa-1> (20.1.14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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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였다.110) 그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 설비의 이

전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111)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사업수행

을 위한 것이면 국경 간 데이터의 이전을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112)

5.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의 등장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흐름 가운데,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data localization)이라는 개념이 등

장하였다.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은 기업이 자료를 수집한 국가 안에서

만 데이터를 저장·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통상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을 제한, 자국 정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중국이 2017년에 제

정한 「네트워크안전법」에서 데이터 서버를 자국 내에 둬야 한다는 조

항을 담은 것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대표 사례다. 데이터 로컬라이제

이션이란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을 특별히 제약하는 조치로 이해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포함되는바, 정보가 국외로 전송되는 것을 금지

할 수도 있고, 정보가 국경 너머로 이전되기에 앞서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정보의 사본이 국내에 저장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데이터 수출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113) 데이터 로컬라이

제이션 법리는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관계에서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법

에 대한 모호성을 야기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저장소를 특정하

109) USMCA 19.8.6.
110) ARTICLE 16.4 :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 Neither Party may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some digital products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a) on the basis that the digital products receiving less favourable treatmen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outside its territory;  
111) USMCA Article 19.12. 
112) USMCA Article 19.11.
113) Chander, Anupam and Le, Uyen P, "Breaking the Web: Data Localization 
vs. the Global Internet 3" (April 2014). Emory Law Journal, Forthcoming; UC 
Davis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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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워 “구름” 속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으로 비유되며,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을 갖는다고 얘기된다.114)

최근 디지털 통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데

이터 로컬라이제이션에 반대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2018년 발효된

CPTPP와 USMCA 협정문에는 ‘컴퓨팅설비 지역화 금지’와 ‘국경 간 정

보 이전 자유화’ 조항이 명시됐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 도미

니카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데이터 이동 자유화 관련 조항을 담기로

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데이터 지역화에 찬성하

고 있어 대립각이 선명하다.115) 러시아는 2006년 「개인정보에 관한

법」116)의 제정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다 15년 9월「개인정보법

(18조)」을 발효하여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를 러시아 내 서버에만 저장하도록 의무화117)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

에 러시아 통신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해당 규정을

어긴 링크드인(Linked in)의 서비스를 차단 하고 당사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Facebook의 서

비스 차단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책을 펼치고

있다.118)

한국의 경우 명시적인 컴퓨팅 시설 현지화 요건은 없지만, 통신 방

송 분야 로컬 컴퓨팅 설비 요건이 존재한다. 즉 인허가 취득 조건으로

국내 설비 구축을 요구되는데 해당 설비에 정보처리설비가 포함된다. 또

한 정보의 저장 처리방식(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26조)과 관련하여

114) 김정곤, “국경 간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23-1, (2018), 56면.
115) 변상근 기자 ‘글로벌 디지털 통상 쟁점으로 떠오른 ’데이터 지역화‘... 국내도 대응 시
급’, 전자신문 2019.4.17. <http://www.etnews.com/20190417000266> (20.1.14 최종검색). 
116) 러시아 「개인정보보호법」 (2017.07.29. 일부개정),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콘술탄트플류
스’,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61801/> (20.1.14 최종검색).
117) 「2017 러시아 진출전략」, Kotra 모스크바무역관, 2016.11, 23면 참조.
118) 법제처, 러시아 개인정보법 소개, 2017.12.29.
<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
earchPageRowCnt=10&CTS_SEQ=45743&AST_SEQ=262&ETC=3> (20.1.14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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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컴퓨팅 설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저장국가 공개요

건(권고사항)이 있어 클라우드서비스의 위치 독립성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119)

Privacy Shield 및 USMCA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유효한 매

커니즘의 하나로 APEC의 Privacy Guideline을 제시하였다. 국가 간 개

인정보보호법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기구의 기준은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5절을 통해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지

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5절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980년 OECD를 시작으로 APEC, UN 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

이터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국내법의 적용 여부는 별개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겠다.

1. APEC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와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의 상호 이전을 위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

칙)을 개발하였다.120) APEC은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 이전이 활발히 일

119) 김정곤, 앞의 논문, 70면.
120) KISA,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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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남에 따라121) 2004년 11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따른 안

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자유

롭고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준칙인 APEC 프라이버시 가

이드라인122)을 마련하였다. 즉, APEC 회원국 간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자상거래 운영그룹(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ECSG)은 2004년 11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준칙(Privacy Framework)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CBPR 제

정 작업에 착수하여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APEC 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사업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PEC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패스파인더의 임무를

개발함에 있어 기업은 그들의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령한 다른

조직이 APEC 원칙에 따른 정책과 절차를 올바로 시행하고 있으며 프라

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존중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에

대하여 이러한 약속을 한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들도

그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전송되고 보관이 되는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경 간 개인정보의 전송에 비합리적인 장

애가 없다는 것과 그와 동시에 자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대

한 보안이 국내적으로는 물론, 외국 정부와 협력하여, 국제적으로도 보호

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123) 또한 APEC 프라이버시 보호 준칙은

APEC 회원국들이 국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법규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의 국경 간 유통을 처리하는 국내의 접근 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CBPR 시스템은 APEC 프라이버시 보호

준칙을 따르지만 외국의 국내법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며, 새로운

121) 성선제 외, “APEC CBPRs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연구”(KISA-WP-2007-0048),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2007) 47면.
122) 박훤일,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EU BCRs와 APEC CBPR
을 중심으로”, (2016), 249면.
123) 박훤일, 앞의 논문,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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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회원국에 국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제

도가 없는 경우에는 CBPR이 개인정보보호의 최소한의 수준을 보여준

다.124)

2. 마드리드 결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위하여 수년간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가령 UN-GUIDELINE은 강제성

이 없으며, APEC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지역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제한된 범위만을 포함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로부터 마

드리드 결의(Madrid Resolution, 2009년 11월 3일 도출)125)를 발표하였

다.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마드리드 결의의 주요 특징은 다

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

고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공정한 정보 관행에 대

한 지원을 재확인한다. 2) 상업적 이점이나 정치적 영향 없이 투명하게

결정하는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자치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다. 3) 개

인이 식별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진정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법 및 Privacy 표준 준수를 요구하는 의미 있는 Privacy 영향 평가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다.126)

124) 박훤일, "특집 : 국제거래법의 신지평 : 국제금융, 결제, 유통 ;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 –EU BCRs와 APEC CBPR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Vol.23(2), (2014), 249면.
125) Madrid Privacy Declaration, http://thepublicvoice.org/madrid-declaration 
(20.1.14 최종 방문).
126) Data protection authorities from over 50 countries approve the “Madrid 
Resolution” on international privacy standards,                      
<http://www.privacyconference2009.org/media/notas_prensa/common/pdfs/06110
9_estandares_internacionales_en.pdf> (20.1.14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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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결의에서는 CBPR이 전자 서비스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만약 데이터 품질 등(특히 민감 데

이터나 개인 프로필 등)에 대하여 두 국가들이 완벽히 다른 기준을 적용

한다면 데이터 수집 등록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지역화 서비스나 과도한

요구사항 등은 실제 적용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건 서비스 등이 그러하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전송을

다루는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는 지리적 기반 접근방식 또는 조직

적 기반 접근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지리에 기반한 접근방식은 데이

터가 처리되는 국가 또는 위치에 의해 게시된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접근방식은 다른 해당 국가 내에서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조직 기반 접근법은 데이터를 받는

조직을 중심으로 규정을 정한다. 이 접근방식은 데이터 수출업자가 제3

자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APEC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에 의해 선택된다. 가장 적절한 해결은 아마 2

개 접근을 섞은 것으로 조직에 관한 의무를 묘사한 조직적 기반에서 시

작하여 지형학적 기반으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하는 것이

다.127)

투명성에 대한 수요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들은 반드시 인

터넷에 대한 이용 가능한 규율을 만들어야 하고, 신설 및 수정된 규정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정기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구조

가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접점을 지정하여야 한다.128)

3. UN에서의 논의

UN에서도 데이터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127) Weber, Rolf H. "Regulatory Autonomy and Privacy Standards under the 
GATS." AsianJournal of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7, 
no. 1, March 2012, 9p.
1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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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유엔 사무총장 산하의 주요 혁신

이니셔티브로 주목받는 United Nations Global Pulse는 2018년 10월 데

이터 윤리에 대한 보고서 <Build Ethics Into Privacy Frameworks For

Big Data and AI>를 발표하였다.129) UN World Data Forum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100여개 국의 데이터 전문가 2,000명이 모인 가

운데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했다.130) 이에 따라 UN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담당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인 Joseph A. Cannatac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

해 UN 회원국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onvention

108)을 비준하고 원칙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131)

4. OECD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유통에 관한 거의 최초의

국제적인 지침으로 1980년 발표된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 있다.132)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회원국의 법과 정책이 상이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OECD가 제시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원칙을 국내법

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국경 간 유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다. 특히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에

129) United Nations Global Pulse, Oct 23, 2018, 
<https://www.unglobalpulse.org/news/building-ethics-privacy-frameworks-big-dat
a-and-ai-report-un-global-pulse-and-iapp> (20.1.14. 방문).
130)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19.5.)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statistics/un-world-data-forum-t
o-kick-off.html> (20.1.14 최종방문). 
131)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08,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08/sign
atures>, (20.1.14. 최종방문).
132)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https://www.oecd.org/internet/ieconomy/oecdguidelinesontheprotectionofprivacy
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htm>, (20.1.14.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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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용할 기본원칙’과 ‘국제적 차원에서 적용할 기본 원칙’으로서 자유

로운 유통과 합법적 제한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 차원의 기본 원

칙에는 ①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등 그

수집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여야 한다는 ‘정보의 질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③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가 특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공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⑤개인정보의 침해,

비 인가접근, 오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안전성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책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관리자

의 신원이나 사용 목적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⑦ 합리적 시간과 방법에 의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정정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인 참가의 원

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개인정보 관리자(data

controller)에게 이상의 원칙에 대한 이행과 책임을 부과하는 ‘책임의 원

칙(Accountability Principle)’이 있으며, 이를 ‘OECD 8원칙’이라고 한

다.133) 1980년 OECD가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은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비회원국 에게까지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는 프라이버시 국제 지침이다. OECD는 2007년 6월 프

라이버시법의 집행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권고 134)를 발표한데

이어 2013년 7월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공표하

133) 강철하,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경제규제
와 법」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2017.11, 304면.   
134) OECD Recommendation o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Enforcement 
of Laws Protecting Privacy. <http://www.oecd.org/sti/ieconomy/38770483.pdf>, 
(20.1.14.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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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부칙에서 새로운 수준의 국제협조와 각국 정부의 주도적 관여를

촉구하는 등 최초 지침을 바탕으로 꾸준한 개정을 통해 참여국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135)

제6절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보편적인 통상법

적 기준 마련

국가들은 나름의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

나 데이터 이전 정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일관되지 않아 어

려움을 겪었다. 이에 비추어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국가 간의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도입된 CPTPP 및 2020년 체결을 목표로 하는 USMCA 등

최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협정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낮추

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CPTPP에는

정보의 자유를 정보보호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의 가치관과 전략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의 합의를 위해서

는 유럽, 중국 등의 법제와 지난한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136)

WTO의 노력과 별개로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을 마

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EU와 미국 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전

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 국가 모두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정책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 수준에서도 개

인정보보호 지침을 만들어 도입해온 점 등에 비추어 국가들의 노력의 산

물을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135) 박훤일, "국제금융, 결제, 유통 ;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EU 
BCRs와 APEC CBPR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3판 제2호, (2014), 256면. 
136) 정찬모, "FTA 전자상거래 장의 변천과 과제" 「IT와 법 연구」, 제14집, (2017) 3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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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PEC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5)」은 OECD 가이드

라인(2013 OECD Privacy Guidelines, 2013)에 도입된 개념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으며 국가들이 프라이버시 쉴드와 같이 개인정보의 상호

이전을 위한 인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 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137)

137) 한국인터넷진흥원 “APEC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CBPR과 EU GDPR 주요 내용 비
교 분석”(2017)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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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정보보호와 WTO 통상 규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해 WTO에서는 아직 국제규범

의 형태로 완성되지는 못하였다. 즉, 데이터 프라이버시 즉 개인정보에

대해 GATT, GATS 등에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현재 공백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해석은 기존 WTO 규범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제3장에서는 현행 WTO 통상 규범 하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싸고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을 요구하는 데

이터 프라이버시 법은 자유무역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138) 따라서 국

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이유로 데이터 이전을 금지할 경우의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WTO

재판부에서 정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다룬 판정례는 없으나, 국내

법을 이유로 데이터 이전을 금지한 WTO 중재재판부 사례에 비추어 해

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TO 통상 규범 및 중재재판부 사

례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범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1절 개인정보보호와 GATS

개인정보의 수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간의 충돌에 있어 양자의

접점을 찾는다면 만장일치로 규범을 만드는 WTO 회원국들의 논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WTO 통상 규범의 기본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서비스에 대한

규정인 GATS 규범이 적용되는데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경우 검토 가능한 WTO 통상 규범의 기본 원칙을 알아

138) Johannes Thierer, Privacy as an obstacle ; Data Privacy, Frei/aw 2018, 8p.



- 50 -

보고자 한다. 적용 가능한 기본 원칙으로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양허표에 대한 검토, GATS 제14조 및 제6조가 있다. 이를 중심으

로 살펴보도록 한다.

1. GATS 제1원칙 : 최혜국대우

국가가 제3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허용하

고 상대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제한할 경우 GATS 제2조의 최혜국대

우 원칙139)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해 보다 자세

히 살펴보고자 한다.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MFN

treatment)란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 및 외국제

품을 제3의 국가 또는 국민 및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140)

미국과 유럽 간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의 경우 GATS 제2조의

위반 소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전세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의

(가령 포털 사이트) 서비스 제공형태가 유사함에도 국가마다 그 취급을

다르게 할 경우, 최혜국대우 위반 소지가 문제 될 여지가 있다. 양허표에

약속한 수준 이상의 혜택을 회원국 전체가 아닌 특정 국가에 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를 받아야 함에도 프라이버시 쉴

드 협정에는 당사국 간의 동의만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데이터 이전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41)

139)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II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Member shall 
accor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country.
2. A Member may maintain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provided 
that such a measure
is listed in, and meets the conditions of, the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o construed as to prevent 
any Member from conferring or according advantages to adjacent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exchanges limited to contiguous frontier zones of services 
that are both locally produced and consumed.
140) 법무부, GATS 해설서,(2000) 115-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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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S의 제2원칙 : 내국민대우

GATS의 제2원칙인 내국민대우142)(제17조)는 국가가 법률에서 개

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국내이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GATS 제ⅩⅦ조는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

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

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3) 국가가 데이

터의 국내이전은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국외 이전의 경우에만 엄격하게

정할 경우에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

국민대우 원칙은 WTO 회원국이 자국의 양허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144) GATT와

달리 GATS에는 내국민대우 의무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추가적으로 정책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 즉 정책 공간이 내재되어 있다145)는 점

이 특징이다.

141) Johannes Thierer, Privacy as an obstacle ; Data Privacy, Frei/aw 2018, 11p.
14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XVII National Treatment
1.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2. A Member may meet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1 by according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either formally identical 
treatment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to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3. Formally identical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less favourable if i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favour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the Member compared to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143) 박노형, 「국제경제법」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8), 459면. 
144) 법무부, 「GATS 해설서」, (2000), 183면.
145) 이한영·차성민,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3 (2018)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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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분류

UR(Uruguay Round) 당시 대부분의 협상 참여국들은 GATS 양허

표 작성을 위해 서비스 분류 지침(W/120)과 함께 UN 잠정

CPC(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체계를 활용하였다.146)

UN 잠정 CPC는 1991년에 마련되어 현재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다 포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 이전이 CPC에 포섭되지

않는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양허표 기재 방식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R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의 포괄범위 문제는 양허의 투명성 및 안정성 관점에서 무엇보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데이터 이전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검색

엔진(search engines),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Over-the-Top)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여타의 GAT 서비스

분야보다 CRS 분야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147)

W/120에 따른 CRS는 a. 자문서비스(Consultancy Services), b. 소

프트웨어 실행서비스(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c. 데이터처리

서비스(Data Processing Services), d. DB 서비스(Database Services), e.

기타 서비스(Other) 등 5개 세부 서비스로 구성된다. 자문서비스

(CPC381)는 컴퓨터(하드웨어)의 설치, 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 (consultancy and support)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이다.148)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CPC 842)는 컴퓨터의 구동 및 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146) 이한영·차성민, 앞의 책, 123면. 
147) 이한영·차성민, 앞의 책, 123면. 
148)S/C/W/45 14 July 998, 98-2805 (841) consulting, strategy, analysis, planning, 
specification, design, development, installation, implementation, integration, 
testing, debugging, updating, support, technical assistance, or management of 
or for computers or computer systems. WTO(2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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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문 및 지원(consultancy and support)은 물론이고, 고객 요청에

따른 각각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포함 한

다.149)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GATS가 탄생한 이후에도 ICT의 발달

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가 기존 양허표 내에서 각국의 구체적인

시장 개방 약속(specific commitments)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GATS

자체가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를 규율하기에 충분한지 등에 관한 논

의150)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모든 데이터 이전이 CPC 상의 포섭이 가능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진행 방향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

다.

4. GATS 제6조의 국내규제

GATS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장벽을 막고자 고안되었

으나, GATS 제6조151) 국내규제에서는 국가 이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152) 이 점에서 GATT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국가마다 개인

정보보호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제6조는 서비스 무역 관련 국내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

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149) S/C/W/45 14 July 1998, 98-2805 (842) computer programs defined as the 
sets of instructions required to make computers work and communicate (in and 
of themselves), plus consulting, strategy, analysis, planning, specification, 
design, development, installation, implementation, integration, testing, debugging, 
updating, adaptation, maintenance, support, technical assistance, management 
or use of or for computer programs. p. 2.
150) 곽동철, 안덕근,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통상법률」, (131), (2016) 62면.
151)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VI Domestic Regulation
1.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152) Weber, Rolf H. "Regulatory Autonomy and Privacy Standards under the 
GATS." Asian Journal of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7, 
no. 1, March 2012, 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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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정한 조문

이다.153)

국내규제가 서비스에서 국경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잠재적

일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에 있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

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가의 국내규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

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GATS 제6조에서 인정하는 국내규제는 명령과

통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 형성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4)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수준의 국내 규제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

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GATS 제6조의 5. (2)에서 정

하는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제 표준화 기구가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한 국가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사 결정 과정이 '국제화'

되어야 한다. 국내 의사결정 과정이 국제적 수준의 프레임워크와 합치할

것이 요구된다.155)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 합의를 무엇으로 할지 어느 수

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GATS 제6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

다.

제2절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GATS 제14조156)에서는 서비스 무역 협정상 모든 의무를 면제받을

153) 외교부, [최근동향]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573>, (20.1.14 최종 
검색)
154) Ibid, 34p 
155) Ibid, 36p 
156)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XIV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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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예외 적용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이 비차별 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 문제 되었을 때, GATS 제

14조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그 책임이 면제 된다. 따라서 높은 수

준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구비한 WTO 회원국에서는 GATS 제14조의

법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Norman Zhang

은 EU가 미국, 호주 캐나다와 맺은 협정에서 GATS 제14조 공중도덕

및 공중질서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157) 현행 WTO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GATS 제14조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GATS 제14조는 GATT 제20조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데158), 일반적 예외 사유로 공중도덕과 공공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중도덕과 공공질서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포섭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 살펴보겠다.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Public Morals), 공공질

서(General Exception)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를 허용하고 있다. 점진적인 자유화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예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면 이 조항은 보호무역주의 수

단으로 악용 또는 남용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GATS 제 14조는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5
4It is understood that the procedures under paragraph 5 shall be the same as 
the GATT 1994 procedures. The public order exception may be invoked only 
where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is posed to one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d) inconsistent with Article XV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6 imposition or collection of direct taxes in 
respect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other Members;
(e) inconsistent with Article 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the 
result of an agreement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provisions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by which the Member is bound.
157) Merit E.Janow, Petro C.Mavrodis, “Digital Trade, E-Commerce, the WTO and 
Regional Frameworks”, 「World Trade Review」(2019) 18: s4
158) 박노형, 「신국제경제법」, 전면개정판, 박영사,(2018)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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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0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협정에서 요구되

는 일반적 의무로부터의 이탈 내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159)

공중도덕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US-Gambling

CASE에서는 ‘커뮤니티나 국가를 대신하여 옳고 그름을 수행하는 공중

도덕’으로 정의한 바 있다. US-Gambling이 공중도덕에 대해 논의한

China-Audiovisual CASE와 Ec-Seal Products CASE가 있으나 그 개

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따라서 WTO 회

원국이 공중도덕 즉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 공중도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예측은 어려운 실정이다.

GATS 제14조는 GATT 제20조와 달리 공중도덕 이외에 공공질서

를 언급하는바 공공질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패널은

US-Gambling CASE에서 공공질서는 특히 ‘법의 기준, 보안과 도덕을

반영하여 사회 기본 이익의 예방’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회

원국은 공중도덕에 포섭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사회

기본 이익의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

련하여 GATS 협정문 각주 5번160)에서는 공공질서의 예외가 오직 진정

하게 충분히 명백한 위험일 때만 사회의 기본 이익으로 적용된다고 정하

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이 임의로 세운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대해 WTO 재판부는

제14조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정할 가능성이 있다.161) 따라서 자국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장하며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할 경우 GATS

제14조의 적용을 받아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ATS 제 제14조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아

159) 박형래,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 청람 (2010) 357-358면
16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ublic order exception may be invoked only where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is posed to one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161)  Weber, Rolf H. "Regulatory Autonomy and Privacy Standards under the 
GATS." Asian Journal of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7, 
no. 1, March 2012, 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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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GATS 제14조를 둘러싸고 GATS 제14조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반영하여 현재의 해석 법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해결 방안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Sacha Wunsch-Vincent와 Arno Hole는 GATS 제14조와 제14조

단서의 예외가 오직 GATS에서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에

서 디지털 통상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GATS 규정의 수

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62) 즉 GATS 제14조를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의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자는 의미이다.

전자상거래는 강력하고 신뢰 가능한 기초 위에 생겼기 때문에 온라인 소

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은 시장 형성을 만드

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163)

오늘날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양상이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양

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현행

GATS 규범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입장은 수용할만하다. 현실적으로 제14

조의 국내규제를 엄격하게 판정한 WTO CASE에 비추어 볼 때164) 각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제14조를 근거로 내세울 경우 적용이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현재 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162)  Ibid, 41p.
163)  Ibid, 41p.
164) GATT와 GATS의 일반예외 규정이 44번 원용되었으나 1번 성공하였다고 한다. 
Public Citizen, “Only One of 44 Attempts to Use the GATT Article XX/GATS 
Article XIV“General Exception” Has Ever Succeeded: Replicating the WTO 
Exception Construct Will Not Provide for an Effective TPP General Exception”, 
August 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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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제14조의 규정은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조치 등 프라이버

시와 데이터 보호 등에 있어 데이터 이전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165) 현행 제14조의 해석 법리에 따르면 ‘다른

기술적 대안’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14조의 적용을 인정하는데, 이 그

기술적 대안이 보안과 프라이버시, 국내법 제한 근거 와 동등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166)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행 GATS 제14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그 조치가 국

가 위급 상황이나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더욱 제14조의 적

용을 받기 어렵다167)는 점에서 이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ATS 제14조는 WTO 통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이제까지 WTO 분쟁 해결

의 법리임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GATS 제

14조에 대한 수정 해석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GATS 제14조 관련 사례

GATS는 WTO 규범의 일부로 최혜국대우에 근거하여 회원국 간

서로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설정한다.168) GATS 제14조의 보

165) Daniel Crosby, Andrew Mitchell, Jarrod Hepburn은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정
당화 조치에 대한 이들 예외를 언급하는데 기술 적용 조치와 같은 사안을 WTO 재판부가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는 광범위한 법적 분석을 주장한다. Weber, Rolf H. "Regulatory 
Autonomy and Privacy Standards under the GATS." Asian Journal of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7, no. 1, March 2012, 41면. 
166) Andrew D.Mitchell, Neha Mishra, ,“Data at the Docks : Modernizing 
international Trade Law for the digital Economy” VAND.J.ENT&TECH.L. vol.20:4: 
(2018), p.1094. 
167) Weber, Rolf H. "Regulatory Autonomy and Privacy Standards under the 
GATS." Asian Journal of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7, 
no. 1, March 2012, p.41.
168) Gianpaolo Maria Ruotolo, The EU data protection regime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where dream and day unite, 6 QIL 51(2018) 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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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한 해석을 위하여 WTO 중재재판부의 판단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US-Gambling 사건

(1) 사실관계

US-Gambling 사건은 카리브 해의 조그만 섬나라인 안티구아-바

부다(Antigua and Barbuda, 이하 안티구아)가 미국의 국경 간 온라인

도박 서비스 금지조치가 미국이 양허한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않고

GATS 상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하였

다.169) 2003년 3월 안티구아가 미 연방 및 주의 도박 금지 규정에 대해

GATS 규정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양허표

10.D에 “기타 오락서비스(스포츠는 제외)”라고 기재함으로써 국경 간 서

비스 공급에 대하여 완전한 시장접근을 약속하였다. 안티구아는 문제가

되었던 미국의 도박 금지 규정, Wire Act170), Travel Act171), 그리고

Illegal Gambling Business Act172) 와 기타 주법은 도박과 베팅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완전히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GATS 규정 위

반에 대한 항변으로 자국의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조치가 양허표상의 의

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당해 조치는 공중도덕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유

169) Panel Report, US-Gambling, para.6.254.
170) Wire Act, 18 U.S.C. 1952(2000). 동 법은 도박 혹은 배팅사업에 종사하거나, 전신
통신시설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주간, 외국 간 도박 혹은 베팅 혹은 그러한 정보를 전송하
는 것을 금지한다. 박형래(2010), 『국제통상 분쟁 사례 이해』, 청람, 359면. 
171) Travel Act, 18 U.S.C. 1952(2000) 동 법은 조직폭력 혹은 불법적 사업에 조력할 
목적으로 주간, 외국 간 여행 혹은 설비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 활동으로 무엇
보다도 불법도박을 언급하고 있다. 박형래, 전게서, 359면. 
172) IGBA, 18 U.S.C 1955(2000) 동 법은 조직화된 도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도
박 활동이 조직범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주간(洲間), 외국 간 여행 또는 설비사용
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 활동으로 무엇보다도 불법도박을 언급하고 있다. 박형래, 
전게서,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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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제14조 (a)항에 의해 정당화되며, 조치의 적

용 또한 제14조 전문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173)

미국은 원격공급(remote supply)을 통한 도박과 내기 서비스는 공중

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고 주장하였다. 특히, 원격공급을 통한 온라인 도박은 도박 사이트들의

성인인증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무 제한적인 접근의 기회

를 제공하게 되고, 조직범죄의 돈세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미국의 주장이다. 안티구아는 미국이 도박과 베팅서비스의 주요 소비

국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단지 원격공급을 통한 온라인 도박의 금지만으

로 미국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문제시 여

겼고, 미국의 규제조치가 국내 공급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국외공급업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도가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74)

(2) 패널의 판단

패널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이 취한 조치는 “도박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GATS 제I:1조가 의미하는 서비스 무

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다.175) 또한 패널은 미국의 특정 규정(Wire

Act)이 GATS의 국경 간 공급에 포함된 전송 수단 중 적어도 한 가지

또는 다수의 수단(전화, ‘인터넷’ 등)에 의한 도박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

다고 판단하였다.176) 이는 결국 “전송 수단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절대

적 수량 제한(zero quota)’을 구성하는 것”이며“절대적 수량 제한은

GATS 제XVI:2(a)조가 의미하는 수량 쿼터 형식의 제한과 GATS 제

XVI:2(c)조가 의미하는 쿼터 형식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77)

173) 박형래(2010), "국제 통상 분쟁 사례이해", 청람, (2010), 359면. 
174) 박형래, 전게서, 360면. 
175) Panel Report, US-Gambling, para.6.254.
176) Ibid, para.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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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도 상기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178)

패널은 GATS 제14조와 GATT 제20조의 목적과 문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GATS 제14조를 해석에 있어 GATT 제20조를 적용·해석한 선

례판결과 같은 이원적 분석을 통하여 GATS의 일반적 예외요건을 충족

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패널은 우선 문제 된 조치가

공중도덕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는지 조사하였

다. 패널은 “공중도덕”과 “공공질서”의 개념은 “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의

해 시간과 장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 규모와

경제체제에 따라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중도덕”과 “공공질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에서 패널은 사전적 개념

에 근거하여 ‘공중도덕’의 개념은 ‘공동체 또는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옳

고 그른 행위의 기준’을 의미하고 ‘공중질서’의 개념은 주석 5와 관련하

여 ‘공공정책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의 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도박 금지 규정들은 돈세탁, 조직

범죄, 미성년도박, 병적인 도박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는 의회의 성명을 고려하여 미국의 도박 관련 규정들은 미성년도박

과 조직범죄를 다루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미

국의 조직범죄와 관련한 문제는 GATS 주석 5의 엄격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14조 주석 5를 충족시킨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WTO 상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규제조

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WTO 상의 의무와 일치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안티구아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을 지

적하였다. 다음으로 패널은 문제 되는 조치의 적용이 GATS 제14조 전

문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조치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

는지 조사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문제 되는 규정 특히 Interstate

177) Ibid, para.6.362.
178) Ibid, para.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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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racing Act가 국내·외 공급업자 간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179)

패널은 ‘공급방식 내의 기술 중립성(intra-modal technological

neutrality)’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패널에 따르면 “GATS는 ‘국경 간

공급방식’ 하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해 제

한을 두고 있지 않기”180) 때문에“ 국경 간 공급방식에 대해 시장접근을

양허했다는 것은 수입국이 양허표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상 외국 서

비스 공급자들은 모든 전송 수단(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

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81) 또한 이러한 결론이 WTO

회원국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182)

(3) 상소 기구의 판단

상소 기구는 문제가 된 미국의 도박 서비스를 금지하는 국내법이

공중도덕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GATS 제ⅩⅣ조상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두문(Chapeau)의 요건에도 충족한다고 평결하였다.183) 다만 상소

기구(Appellate Body)는 GATS 제ⅩⅥ조가 명시적으로 전면금지(total ban)

조치를 열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치가 국경 간 공급에 내

재한 서비스 전달수단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GATS 제 ⅩⅥ:2조(a)가 의미하는 수량 쿼터의 형식

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평결하였다.184)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179)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607. 
180) Ibid, para.6.281.
181) Ibid, para.6.285.
182) Ibid, para.6.285.
183) AB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AB/R, 7 April 2005, para. 229 
184) Ibid, para.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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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로 분류해

야 하는지에 대해 WTO 작업계획은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패널과 상소

기구는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국경 간 도박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이

‘국경 간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패널은“ 동 분쟁은 GATS 하

의 네 가지 공급 모드 중 하나인 이른바 도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분석의 대상을 시장 접근 양허 중 국경 간

공급으로 한정하였다.185) 상소기구도 이러한 패널의 결론에 동조하며 미

국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한 시장 접근 양허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를 진행

하였다.186) 국경 간 공급 방식과 해외소비 방식의 구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없이 동 분쟁의 판결만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필연적

으로 국경 간 공급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자협상 차원

에서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

스의 공급 모드 분류 문제는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WTO 분

쟁해결기구의 판단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187)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국경 간에 공급되는 해외 도박 서비스가 비전

자적인 방식으로 현장에서 공급되거나 미국 국내 공급자에 의해 인터넷

을 통해 원격으로 공급되는 국내 도박 서비스와 동종 서비스인지에 대한

의문이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패널과 상소기구는 소송경제

(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188)

(4) 평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미국 정책에 대하여 안티구아가 제소한 온

라인 도박 금지 조치와 관련한 미국 온라인 도박 분쟁189)은 WTO 분쟁

185) Panel Report, US-Gambling, para.6.29.
186) AB Report, US-Gambling, para.215.
187) 곽동철, 안덕근, 앞의 논문, 60-61면.
188) Panel report, US-Gambling, paras.6.425-426.
189)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AB/R Apri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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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구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f Trade

in Services : 이하 GATS) 제14조에 의거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예외규

정을 판결한 최초의 사례이다. WTO 분쟁해결기준은 GATS 상의 일반

적 예외를 분석하는데 있어 규제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법적 기준

이나, 법리축적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특성이 매우 상이하지만 상품 교역에 대한 일반적 예외와 서비스교

역에 대한 일반적 예외의 규정상 용어와 목적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그간

의 상품관련 분쟁사례를 통해 축적되어온 법리들을 적용·해석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WTO 분쟁 해결 기구의 해석은 그간 확립

되어온 WTO 판례법상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였고, 향후 유사한 분쟁

이 발생할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게 판단의 지침의 시사 보다는 오

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190) 패널은 ‘공

급방식 내의 기술 중립성(intra-modal technological neutrality)’을 명시

적으로 인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한 데이터 이전 제한의 경

우에도 ‘기술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이 GATS 제14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소기구는 수량 쿼터제를 적용하여 전면

금지에 대한 적용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적용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China-Audiovisual 사건

(1) 분쟁의 배경 및 사실관계

중국은 여러 가지 국내조치를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음원을 유통하

는 서비스업에 외국 기업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조치가 중국의 서비스 양허표 Sector 2. D.191)에 기재된 음원 유

190) 박형래,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 청람,(2010) 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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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서비스(sound recording distribution services)에 관한 내국민대우 약

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92) 중국은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음원(sound recording)”은 단지 물리적 매체에 체화된 음원의 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자적 유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93)

(2)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

패널은 비엔나 협약 제31-32조에 성문화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기반한 중국의 서비스 양허표를 분석한 결과 음원의 전

자적 유통 역시 중국의 양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고, 그 결과 중

국의 GATS 제XVII조 위반을 인정하였다.194) 동 사건에서 중국은 패널

이 “sound recording” 및 “distribution” 의 의미를 중국이 WTO에 가입

하던 2001년 당시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

다.195) 항소기구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허표에 규정된

용어가 충분히 일반적이며, GATS를 포함한 WTO 협정이 항구적인 성

격의 다자 조약이라는 이유에서였다.196)

즉 중국 양허표 상에 있는 “sound recording” 및 “distribution”은

변화하는 상황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일반적인 용어이며

GATS를 포함한 WTO 대상협정은 항구적인 성격의 조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항소기구는 이러한 발전적 해석을 대상과 목적에 관한 분석 부분에

191) Panel Report,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R; Appellate Body Report,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AB/R.WTO Panel Report, China –Audiovisual, para. 7.1170.
192) Ibid, paras. 7.1143, 7.1154-1160.
193) Ibid, paras. 7.1144, 7.1161-1166.
194) Ibid, paras. 7.1265.
195) Appellate Body Report, China –Audiovisual, paras. 340-341 and 390.
196) Ibid, paras.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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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하였다.197) 항소기구는 본 사건에서 동 해석을 적용한 결과가

GATS 전문에서 도출되는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아 발전적 해석

의 대상과 목적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

로 항소기구는 패널이 중국의 서비스 양허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외자기업이 음원의 전자적 전송에 종

사하는 것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가 GATS 제XVII조의 내국민대우 의무

에 위반된다고 본 패널 판정은 지지 되었다.198)

(3) 평가

최혜국대우 원칙과는 달리 내국민대우 원칙은 비록 GATS 규범 하

에서 회원국의 구체적 양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단 양허가 이루

어진 경우 회원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수입 서비스 및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해

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진다. 이처럼 다자 통상체제를 지탱하는 두 버팀목

인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 상품 또는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차별 원칙 위반이 제기된 경우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동종성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GATT나 GATS 협정문 어디에도 동종성에 관한 법적 정의나 구분 기

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동종성은

구체적인 분쟁이 제기되었을 경우 WTO 패널과 상소 기구의 판단에 의

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무역을 둘러싼 동종성 논의는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99)

패널과 상소 기구는 US-Gambling 사건 이후 서비스의 동종성과

197) Ibid, paras. 389-397.
198) 곽동철, 안덕근, 앞의 책, 60-61면.
199) Jia-Xiang Hu, “When Trade Encounters Technology: The Role of the 
Technological Neutral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WTO Rules”, In Bryan 
Mercurio and Kuei-Jung Ni (Eds.), Science and Technology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4), 76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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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립성 원칙이라는 미해결 과제에 대해 검토할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패널과 상소 기구 모두 기술 중립성 원칙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동 분쟁을 매듭지었다. 분명 기술 중립성 원칙이 분쟁의 쟁점이 되

었음에도 패널은 중국이 물리적 매체를 통한 유통만을 양허하고 전자음

원의 유통을 양허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음반 유통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양허 내용은 전자음원의 유통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중립성 원칙

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기술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

다.200) 이에 반해 상소 기구는 구체적인 제약, 조건 또는 자격요건 등이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음반유통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제

공되는 음반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자적인 형태의 유통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하여 기술 중립성 원칙을 인정하는 듯한 견해를

넌지시 비추었지만 기술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

았다.201) US-Gambling 사건과 마찬가지로 China-Audiovisual Services

사건에서도 상소 기구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따

라서 기술 중립성 원칙이 WTO 체제 내에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차지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분쟁이 제기되기 전까

지 기술 중립성 원칙과 동종성의 문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기구의

입장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202)

제4절 필요성의 법리 분석

개인정보 보호법 및 GATS 제14조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하기

위하여 제14조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필요성의 법리’에 대해 좀 더 자

200) Panel Report, China-Audiovisual Services, para.7.1258.
201) Panagiotis Delimatsis, “Protecting Public Morals in a Digital Age: Revisiting 
the WTO Rulings on US-Gambling and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4(2) (2011), 25p.
202) 곽동철, 안덕근, 앞의 논문,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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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필요성 실험(Necessity test)은 비례성의 원

칙에 따라 예외 적용이 타당한지 분석하는 실험이다. Us-gambling203)사

건에서 재판부는 GATT와 GATS 2개의 조문 가운데 문맥과 개념적 유

사성204)에 대하여 필요성 실험은 GATT에 따라 개발되었고 GATS를 위

해서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GATS 제14조에 근거하여 재판부가 판단

한 사안에서 필요성 실험이 GATS 제14조를 해석 시, GATT 제20조-d

에 따라 구체화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Korea-Beef205)사건에서 그

해석을 정교화하였다.206)

1. 정책 목적의 중요성

첫째로는 정책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207)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 법리 판단 시 해당 국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목

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예로 EU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기

본권의 하나로 보고 있다. 더욱이 모든 구성국은 국제연합 인권 선언208),

APEC-Framework209), OECD Privacy Guideline210)과 같이 데이터 프라

이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정책 목적상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

약 필요성 실험이 규범 다양성을 보호하는 유연한 개념이라면 더욱 고려

203) AB Report, US - Gambling para 305.
204) Panel Report, US - Gambling 6.448; AB Report, US - Gambling 291.
205) AB Report,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WT/DSl61/AB/R, WT/DS169/AB/R (11 December 2000)
206) Johannes Thierer, Privacy as an obstacle ; Data Privacy, Frei/aw2018, 13p.
207) AB Report, US - Gambling para 206.
208)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9) APEC Privacy Framework (2005).
210)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https://www.oecd.org/internet/ieconomy/oecdguidelinesontheprotectionofprivacy
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htm>, (20.1.14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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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211)

2. 통상에 대한 목적과 효과의 기여

US-Gambling 사건에서는 1) 이러한 조치로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2) 국제상거래에 해당 조치의 제한적 효

과를 필요성 법리에 요구했다.212) 첫 번째 항목은 적절한 데이터 보호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통제되지 않은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남용

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

적으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개인

정보보호가 침해되지 않으리라는 절대적인 확실성이 있다면 종료될 수

있다213). 두 번째 요건에 대해 검토에 따르면 어떻게 세부사항이 형성되

었는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해 볼 때 명백하게 국제 무역 거래에 부

정적 효과를 미치게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214)

3. 대안적 조치의 마련

재판부는 필요성 충족을 위해 덜 제한적인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215) 이 요건은 반드시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분

석되어야 하고 목적의 보호를 위해 개별 국가법마다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국가들은 국제적 기준 또는 다국가가 합의하는 수준에 이르

는 대안적 조치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216). EC-Seal CASE에서는

211) Johannes Thierer, Privacy as an obstacle ; Data Privacy, Frei/aw 01/2018 p.9 
212) AB Report, US - Gambling para 307.
213) AB Report, Mexico - Taxes on Soft Drinks, WT/DS308/AB/R (6 March 2006) 
74
214) Johannes Thierer, Privacy as an obstacle ; Data Privacy, Frei/aw 01/2018 
p.9
215) AB Report, US - Gambling para 308. 
216) AB Report,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R (12 October 1998) paras 15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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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혹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실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17)

4. 두문(Chapeau) 고려

GATS 제14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두문(Chapeau)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US-Gambling 사건에서 패널은 GATS 제14조 해석에 GATT

제20조에 대응하여 적용이 가능218)한데, US-Gambling 사건의 경우에는

두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219)는 입장으로 다소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US-Shrimp 사건 패널에서 두문은 문제 된 조치가 적용되

는 방식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220) 두문은 문제되는 조치가 유사

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

을 것을 요구한다.221)

제5절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필요성 검토

1. 개인정보보호의 특징을 고려

GATS 제14조의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하여 정책 목적의 중요성, 통

상에 대한 목적과 효과의 기여, 대안적 조치의 마련, 두문에 대한 고려라

는 4가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위의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WTO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GATS 제14조에 의해 면책될

217) Johannes Thierer, Privacy as an obstacle ; Data Privacy Frei/aw (2018) 14p. 
218) Ibid, 14p.  
219) Panel Report, US - Gambling para 6.566.
220)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Products, para 10-14
221) 박형래, 앞의 책,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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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예외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이전

이 활발해지면서 꾸준히 문제가 된 것으로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됨에 따

라 그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IT 기업들이 보유한 개

인정보 유출이 검찰의 조사대상이 되고 있고222), 이로 인해 과징금 등의

벌금223)을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하루

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상에 대한 목적과 효과’를 비교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는 것이 통상법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입각한 기본권의 일부로

반드시 통상에 바람직한 효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 따라서 현행의 해

석 기준을 개인정보보호법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별도의 필요성 법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US-Gambling 사건에서 국가들은 국제적 기준 또는 여러 국가가 합

의하는 수준에 이르는 대안적 조치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함을 언급하

고 있다. 국제적 기준 혹은 여러 국가가 합의하는 수준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APEC Privacy Framework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PEC은 가

입 회원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의 틀을 제시하여 개인이 침해된 개인

정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예방적인 기준을 구

비 하였다. 1980년 OECD의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아 2004년 11월

222) 아시아경제, “캘리포니아주 검찰도 페이스북 조사...개인정보.소비자보호법 위반 혐
의”, 2019.11.7. 캘리포니아주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를 위해 일
했던 여론조사 업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의 고객 개인 정보 8700만개를 부적
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2019.11.6. 샌프란시스코 주법
원에 페이스북이 소환장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223) 지디넷, “구글, 프랑스서 642억원 벌금... 개인정보 보호 위반” 2019.1.22. 프랑스 데
이터 보호 감시기관 CNIL이 구글에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5천만 유로
(약 642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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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Privacy Framework가 마련되었고, 2016년 한 차례 개정되는 등

약 10여 년간 시간에 걸쳐서 여러 국가가 합의를 도출한 가이드라인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제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심사 기준 필요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혹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반적 예외 조항이

‘필요한’을 정하고 있는데, 아직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관성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자유재량의 기준을 설정

하기 보다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서 설정된 국제표준과

같이 “필요성” 용어의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WTO

회원국들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24)

USMCA에서 당사국은 APEC의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시스

템이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임을 인식한다

고 보아 APEC Privacy를 하나의 유효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225)

APEC을 수용한 국가들과 이를 다시 다자간 협정에서 분쟁 해결 기준으

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기업에서 APEC의 개인정보보호 심

사 기준인 APEC Privacy Framework를 준수한 경우 필요성의 법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C

Privacy Framework는 침해 방지, 고지, 수집제한, 개인정보 이용, 선택,

개인정보 완전성, 안전 확보, 접근과 수정, 책임의 9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준수한 경우 GATS 제14조의 필요성의 법리를 인정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224) 박형래,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 청람, (2010), 368∼369면
225) USMC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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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발전과 통상 분쟁 해결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통상 규정이 이를 충분히 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기술중립성’의 논의이다. 프라이버시에 적용 가능한 필요성 법리의 마련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일관된 해석 기준이 필요

하다. US-Gambling 사건에서 패널은 ‘기술중립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중재재판부는 이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지 않아 불명확하

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기술중립성’ 등 투명성의 중요성은 세이프 하

버 협약의 무효화를 초래하였다. ‘기술중립성’을 WTO 중재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투명성과 관련한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전자상거래 문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GATT에 비해 효율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최소한 18개

월 이상의 장기간이 분쟁해결에 소요되며 완전한 이행까지는 심한 경우

30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226) 불과 수개월을 단위로 변화 및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분쟁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기술의 변화까지 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26)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1)”, 「정보통신 정책」 제12권 1호 통권 247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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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국 개인정보보호의 비교법적 검토

WTO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는 새로운 통상 규범

의 수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발달은 국가가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국

내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227)에 비추어 볼 때 자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는 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국가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

게 되고 이는 결국 통상 규범을 수립하는데 반영 될 수밖에 없다. 가령

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때, 개인정보, 데이터 컨트롤러,

데이터 프로세서 등의 기본 개념을 EU의 GDPR에서 차용하여 공통으

로 쓰고 있다.228)

따라서 제 4장에서는 EU,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개인정보 보호

법의 동향 및 국외이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에서 그 활용의 폭이

큰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하

는가도 통상 규범의 수립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생각된다. 데이터에 대

한 적절한 가공을 허용하는가 여부에 따라 ICT 분야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특징

‘개인정보’에 대해 주요 국가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개념과

정의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각 국가의 법률체계만큼이나 유의미할 것으

227) 조화순, 네트워크시대 정보주권과 국가의 역할(발표문),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연구재
단 공동학술포럼,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권 확립방안, 2015. 11. 5, 18면.
228)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DPA) 
분석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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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

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고 있어 그 개념 정의 방식은

EU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개념상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만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229) EU는 개인정보를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이며230) ‘식별된’의 의미에 대하여는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식별 가능한’에 대하여는 “직ㆍ간접적으

로, 특히 식별번호 또는 신체적ㆍ생리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

적 정체성에 특유한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하여 식별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고231) 규정하고 있다.232) 이처럼 식별된 정보와 식별 가능한 정

보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데233) 국가마다 그 개념 정의에서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정보 개념 범주

국가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개념 정의에 범주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미국법상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공간적, 사생활 결정 및

사생활 공개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의 데이

터지침이나 데이터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인 데이터 (personal

data)’, 즉 개인정보의 개념보다 광범위하다. 유럽연합이 보호하는 개인

229) 경정익, 「스마트시대 개인정보보호 이해와 해설」, 부연사,(2015) 27면 
230)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data subject’).
231)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232)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95/46/EC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2018.5.25. 폐지 
233) 김현경,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25(2),(2014) 139면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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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미국의 것은 동일하지 않지만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법상의 사생활 공개에 관한 프라이버시이다. 사생활 공개

에 관한 프라이버시는 ‘개인적인 사안 (personal matters)’ 이나 ‘개인의

비밀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난처해지는 것으로부터 해당 개인을 보호하

는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개인

데이터(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등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유럽연

합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생활 공

개에 관한 프라이버시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러한 개인정보가 유럽에서 논의되는 개인 데이터와 관계되므로, 미국에

서의 사생활 공개에 관한 프라이버시는 유럽에서의 개인 데이터의 보호

와 유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34)

유럽연합에서는 1995년의 지침이나 2012년 제안된 규정 등을 통하

여 모두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의 하나로서 구분되는 사생활 공개에 관한 프라이버

시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프라이버시권’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

정보 내지 개인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헌법상

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에서의 개

인정보 자기결정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한국이나 유럽에서의 개인정보나

개인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에 해당한다.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어하는 수단이다.235)

2. 유럽연합과 미국 간 개인정보 범주 비교

미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일된 개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236) 미국에서 개인정보를

234) 정애령,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요건의 검토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규칙(GDPR)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 (2019), 209-244면
235) EU GDPR https://gdpr.eu/data-privacy/, (20.1.14 최종 검색)
236) 김현경, 앞의 논문,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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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 중 하나는 동어반복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

은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개인(personal)’을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의 의미로 규정한다. 아동 온라인 보호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은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한 정보’237)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온라인보호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은 동어반복의 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특정한 유형의 정보도 개인정보로 나열하고 있다. 즉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238)가 개인정보에 해당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식별자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규정함으로써239) 개

인정보의 개념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C가 공표한 아

동온라인보호법규칙에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특정 개인에게 접근하기 위

해 허용된 기타 식별자로서 쿠키(Cookie)에 보관된 ‘소비자 번호’나 ‘프로

세서 일련번호(processor serial number)’와 같은 식별자도 포함하고 있

다.240)

EU는 개인정보를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이며241) ‘식별된’의 의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

나 ‘식별 가능한’에 대하여는 “직ㆍ간접적으로, 특히 식별번호 또는 신체

적ㆍ생리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정체성에 특유한 하나 이

상의 요인에 의하여 식별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242) 이처럼 식별된 정보와 식별 가능한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

237) “individu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15 U.S.C. § 
6501(8) (2006).
238)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15 U.S.C. § 6501(8)(A)–(E).
239)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15 U.S.C. § 6501 (8)(F).
240) 16 C.F.R. § 312.2 (2011).
241)「General Datal Protection Regulation」 Article 4 Definitio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data subject’).
242)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월 24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95/46/EC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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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243) 미국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의 경우 쿠키에 보관된 ‘소비자 번호’, ‘프로세서 일련번호’와 같은

자료도 개인정보로 취급이 되는데, 이를 통해 법의 목적마다 다소 개인

정보의 범주가 달라지게 된다. 미국의 FTC도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

와 익명의 식별이 불가한 정보의 경계가 매우 불명확함을 인식하고 ‘개

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244)

3.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우리

나라 영토가 아닌 타국의 영토 내로 옮겨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같은 기업에서

오로지 사무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일어나는 개인정보 이전도 국경을

기준으로 정보의 국외이전으로 평가할 여지가 존재한다. 글로벌화된 세

계 경제에서 국가 간 정보의 이동은 국제 무역의 한 형태이자 경제교역

의 필수 요소이다.245) 기존의 수출입 개념으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바라볼 때, 어떠한 전제조건 아래 정보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246)

국가 간 개인정보 유통의 이전방식을 살펴보면 자발적 제공형, 전자

상거래형, 중개형, 공유형, 협력․제휴형, 인수․합병형, 제3자 제공형 등

으로 분류된다.247) 먼저 해외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오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243) 김현경, 앞의 논문, 140면 
244) Federal Trade Commission,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Recommendations for Businesses and Policymakers(March 2012).
245) 이인호, “미국과 유럽 사이 개인정보 이동의 합법성 보장체계”, 「법학논총」 36(3), 전
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79면 
246) 정애령, 앞의 논문, 212면
247) 신영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정책과제 및 실천 과제도
출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 제4호,(2013)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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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의료, 교육, 구매 등을 위해 온라인 회원가입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개

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형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등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

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를 뜻한다. 둘째, 중개 및 공유형은 기업이

타국에 사무소를 두고 직접 마케팅을 행하면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본사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거나 본사와 공유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유학 등을 목적으로 여행사나 교육기관 등이 정보를 공유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이 타국기업과 제휴를 맺고 비즈

니스상 필요한 고객정보를 협력 또는 제휴사를 통해 수집하는 협력․제

휴형이 있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시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인수․합병하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통

합․흡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 제공형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상관없이 영리 목적, 학술 목적, 정치 안보 목적, 보건 목적 등으로 제3

국의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형태이

다.248)

특히 전자상거래형은 전자거래 등과 같은 비 대면적 거래 관계를 통

해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

이다. 가령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서 직접 물품

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일어나는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으로

Amazon, Ebay 등과 같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개

인정보의 이전으로 정보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이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249)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자신의 물품

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물품을 수령 가능한 주소지와 연락처 또

248) 유석진, 장우영,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과 국제규범의 동학-EU형과 미국형의 갈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94면
249) 조화순, “초국가네트워크의 개인정보 : 국가간 갈등의 사례와 현황분석”,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이슈 제1호 (2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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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도 등과 같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국외에서 제공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에도 이러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령 Ebay에서 물품을 구

입하는 경우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한 선호 그리고 물품 수

령을 위한 자신에 관한 일련의 정보, 즉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더 나아

가 결제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붐이 일고 있는 SNS 서비스 역

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

(Facebook)의 서비스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입력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게 된

다. 따라서 SNS에 입력한 개인정보는 저장되는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개인정보 수준에 따라 관리되게 될 것이다.250)

제2절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개인정보의 개념 및 국외이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주요 국가들이 어

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국적 슈퍼 상점이

베트남에 현지 지사를 개설하여 베트남 고객의 구매 내역을 수집하는 서

버를 유지 관리할 경우 베트남 법과 다국적기업의 서버 소재지의 개인정

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의료 기기 회사는 인도에 위치한 "클

라우드"기반 서버를 사용하여 미국 시민의 엑스레이 및 의료 기록을 저

장하는데 이 때 국경 간 개인 데이터가 전송 될 경우 적법한지는 그 국

가의 법,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독일에 지점을 둔 사실만으로 GDP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 지점 직원의 개인정보가 BCRs 등에 따라 본

사에 이전되면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GDPR이 적용된다.251) 그렇다

면 서버의 위치가 적용 법률을 결정하게 된다.

250)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 정비 방안 연구” 
KISA-WP-2012-0040(2012), 11면.
251) 박노형 외 8인 저,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박영사(20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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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 각 국가는 뚜렷한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진보적인 법률체계를 구비하였다고 평가받는 유럽, 이에 팽팽히 맞서는

미국 및 캐나다와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국

외 이전과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 국내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위에 두는 국가와 개인정보의 활용

에 우위를 두는 국가를 나누어 각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위에 두는

국가로는 우리나라, 유럽, 중국, 러시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을 우위에 두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을 들 수 있

다.

1.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위에 두는 입장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는 민간과 공공을 모두 적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을 제정하여 양자 모두 규율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규율하였다. 즉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등을 통해 규율되어 왔다. 양자를 함께 규율할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하게 됐는데,252) 이는 민간부

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구별이 없는 EU의 법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253) 제17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252) 경정익, 「스마트시대 개인정보보호 이해와 해설」, 부연사, (2015), 7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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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 3자 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

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국외로 내보내는 경우 일정한 제약을 가

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개

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다.”25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9호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협약, 협정, 규약, 선언, 의정서 포함)

이나 국제협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면, 이러한 조약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255)

(2)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2017년 6월 1일 중국의 사이버보안법(China’s Cyber security Law;

이하 CSL)이 발효됐다. 데이터 보호와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한 거버

넌스를 담고 있는 첫 번째 포괄적인 법률이다. CSL은 네트워크 제공자

와 중요정보 인프라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2018년 12월 31일부터 CSL

37조에 따라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 적용되었다. 37조의 기본 요구사

항은 CIIO(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s, 공공 커뮤니케

이션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자원, 금융과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

25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54) 허진성, “데이터 국지화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그 법제적 합의”, (사)한국언론법학회, 
vol13, no.2,(2014) 298면.
255) 경정익, 앞의 책,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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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실되거나 파괴될 경우 심각하게 중국의 국가 보안, 경제, 공공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의미)에 의해 수집되거나 생

산된 ‘개인정보’와 ‘중요정보’에 해당할 경우 서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다.256)

사이버보안법 제37조는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국외로 송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안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 평가 방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 뿐만

아니라 기타 개인이나 조직이 중국 경내에서 수집 및 생산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국외 송출에 대해서도 모두 본 보안 평가 방법이 적용된

다.257)

이 조항은 중국 내 고객 기반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

네트워크 제공 업체 (중국에 존재 또는 운영이 없더라도)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네트워크 사업자는 국내 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국내 운영이란 중국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258)

중국 외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려면 네트워크 운영자가 데이터 주

체를 확인하는 사전 서면 또는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명시적 동의

를 위해 승인 또는 기타를 표시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 또는 "아니오

" 버튼을 클릭하는 간단한 "클릭"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이메일

을 보낼 때, 국제 전화를 할 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 거래를 할

때. 데이터 주체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험이 있는 비상사태에 적용되는

면제도 있다.259) 5, 50, 75조(CSL)에 따라 역외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였

다.

256) Rosie Ng, “China : Cybersecurity Law and Data Localisation”,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e05d71c-fe7f-44ca-87ce-6ae0afb
74071>,  (20.1.14 최종 검색).
257) 서의경,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사이버 보안법을 중심으로”, 한국외
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vol.72, (2017) 151p. 
258) ibid 
2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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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

2006년 「개인정보에 관한 법」260)의 제정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다 2015년 9월 개정261)을 통해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 이

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만 저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내놓았다.(제 18조)262)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과 관련하여, 법률은 개

인정보의 자동화 처리 시 개인 및 러시아 통신감독청(Roskomnadzor)에

의해 지정된 「해외 국가의 보호에 관한 유럽 위원회 협약」 당사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경 간 개인정보전송을 제한하고 있다. 단, 상기 러시아

통신감독청이 지정한 해외 국가에는 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해주고 있는 국가들도 포함된다(제 12 조). 그

러나 해당 국가들도 러시아의 헌법적 질서, 도덕성, 국민의 건강, 권리

및 법적 이익과 국가 안보 보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

경 간 전송을 금지 또는 제한당할 수 있다. 예외로, 개인정보 주체의 서

면동의가 있을 경우,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방 법률에 규정

되어 있거나 헌법 질서의 근거와 국가 안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필수적인

경우, 개인정보의 주체가 조약 이행의 당사자인 경우, 서면동의가 불가능

할 시,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 3 자의 생명, 건강 또는 기타 중요한 이익

의 보호를 위한 경우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적

절히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들로의 개인정보전송이 가능하다.263)

3. EU의 「GDPR」

260)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다.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261)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다. ‘Federal Law No. 242-FZ of July 21, 2014 on 
Amending Some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262) 법제처, “러시아 개인정보법 규정 소개”, (2017)
<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CTS_SEQ=45743&AST_

SEQ=262&E=>(20.1.14 최종 방문)
263)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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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기반의 삼성,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700여 중소기업이 GDPR264)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ICT뿐 아니라 비(非) ICT 분야에서도 유럽이 주요

수출 시장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인 셈이다.265) 이렇듯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 및 전 세계의 데이터 국외 이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

고 있다.

1) EU의 「GDPR」 개괄

EU는 1995년 10월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Directive

95/46/EC, 이하 ‘EU지침’이라 함)을 입법하였다.266) 유럽사법재판소는

2000년 7월 26일 “Safe Harbour”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2000/520)은

유럽위원회의 결정 제1조가 유럽 기본권 헌장에 비추어 EU 지침 제25조

제6항의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EU 회원국들의 감독 권

한을 침해한 점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267) 이 판결의 영향으로,

2016. 5. 24. EU 「GDPR」이 제정되었고, 2년 후 2018. 5. 25.부터 시행

되고 있다.

264) 2018년 5월 25일 시행 (1995년 10월 제정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해당 정보의 자유로
운 유통에 관련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는 폐지됨. 구법은 지침에 불
과하였으나 신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강제적 구속력을 갖게 됨.)
265) 최연진, “총성 없는 데이터 전쟁, EU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GDPR에 돌아서는 한국”, 
한국일보(19.11.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21483070582?did=NA&dtype=&dtypecode=&prnewsid
=>, (20.1.14 최종 방문) 
266) 차상욱,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6권 1호, (2019) 212p. 
267) Case C-362/14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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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 간 정보 이전 및 로컬라이제이션 규정

개인정보 이전의 일반원칙은 「GDPR」 제44조 이전의 일반원칙에서

정하고 있다.268)컨트롤러269)와 프로세서270)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관

한 「GDPR」 제5장의 조건을 준수하고 「GDPR」의 다른 규정을 조건

으로 처리가 진행 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이전된 후에 처리되고자 하는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이전된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다시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 또는 다른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재이

전’(onward transfers)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관한 「GDP

R」 제5장의 조건은 물론 「GDPR」의 다른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

다.271)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에 있어서 EU에서와 같이 정보 주체의

보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GDPR」에

도 불구하고 EU와 제3 국가는 정보 주체의 적절한 보호 장치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전을 규율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272) 회원국들도

「GDPR」이나 EU 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포함하는 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게 개인정보 이전을 수

268) Any transfer of personal data which are undergoing processing or are 
intended for processing or are intended for processing after transfer to a third 
country or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take place only if, subject to 
the torher provisions laid down in this Chapter are complied with by the 
controller and processor, including for onward transfers of personal data from 
the third country or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to another third country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ll provisions in this Chapter shall be appli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level of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guaranteed by 
this Regulation is not undermined.  
269) 컨트롤러(Controller)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결정하
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270) 프로세서(Processor)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
공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271) 상설 제101항 
272) 상설 제10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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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73)274)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개인정보 이전 대상인 정보 처리자가 속한 나라의 개인정보 보

호의 수준이 EU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할 때 역내에서 데이터를 보

관 · 처리해야 한다.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로 구성되어 있

는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Article 29 Working Party)에서는 동 규정에

따른 실무 작업보고서(Working Document)에 열거되어 있는 12가지 기

준에 비추어 적절한 보호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인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 · 처리하는 기

업이라면 EU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안전대책(safeguards)을 갖

추지 못한 경우 정보를 역외로 반출 할 수 없으므로 현지에 서버를 둘

수밖에 없다.275)

3) 적정성 평가

한편 EU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적정성 평가’라는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GDPR」 제4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법치주의, 인권 및 기

본적 자유의 존중, 공공안전·국방·국가 안보 및 형법·개인정보에 대한 공

공기관의 접근을 포함하는 일반적·분야별 관련 법률,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정보 주체에 대한 효과

적인 행정 및 사법적 구제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준수되

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재이전을 위한 규정, 판례법을 포함한 법

집행, 정보 보호 규칙, 전문규칙 및 안전조치, ②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의 지원과 자문 및 회원국 감독기관들과의 협력 등 정보 보호 규정의 준

273) 상설 제102항 
274) 박노형 외 8인,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박영사(2017년), 264면
275) 박훤일, “개인정보의 로컬라이제이션에 관한 연구”, 「2017 Naver Privacy White 
Paper」 (2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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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보장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제3구에 소재하거나 국제기구에 적용

되는 하나 이상의 독립적 감독기관의 유무 및 해당 기관의 효과적인 작

동 여부, ③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체

결한 국제협정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나 문서 및 다자간, 지역적

기구에의 참여로부터 발생한 기타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276) 다만

GDPR의 경우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내

용 자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적절한 보호 수준

의 보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다만 이와 관련한 구

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 : EU 개인

정보보호 지침”(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제25조 및 제26조277)의 적

용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제3국이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문제가 되는 국가의 법률에 있

는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

니라, 그러한 규정의 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인 수단도 구비되어

야 한다. 위 국외이전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된 판단 기준을 간략하게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276) GDPR Art 45 Abs 2 
277)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 Applying Article 25 and 26 
of 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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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

실체

적

판단

기준

기

본

원

칙

1. 목적 제한의 원칙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처리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되어야 함

2. 정보의 질 확보

및 비례성 원칙

데이터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으

로 업데이트되어야 함.

3. 투명성 원칙
개인은 처리 목적, 처리자 등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제공 받아야 함.

4. 안전성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

안조치를 하여야 함.

5. 열람·정정 및

반대할 권리

정보 주체는 처리 중인 자신에 관한 데이터

의 사본을 받아볼 수 있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 처리를

반대할 권리를 가져야 함.

6. 개인정보의 재이

전 제한

1차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다시

개인정보를 재이전하는 것은 전전이전받는

자가 적절한 보호수준이 갖춰진 보호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됨.

추

가

원

칙

1. 민감정보 처리 제

한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는 데이터는 정보처리

에 대한 정보 주체의 명백한 동의 등 추가적

인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함.

2. 다이렉트 마케팅

제한

데이터가 다이렉트 마케팅 목적으로 이전되

는 경우, 정보 주체는 opt-out을 할 수 있어

야 함.

3. 개인에 대한 자동

화된 결정 제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

정보 이전의 경우, 개인은 그러한 의사결정

에 사용되는 로직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개

인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함.

<표2> EU ‘적절성’의 판단기준278)

278) 고학수, 앞의 책 533∼534면, 최경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0호」, 2013, 37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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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판단기준

1. 보호원칙이 잘 준

수되는 체계의 확

보(good level of

compliance)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들의 의무를 뚜렷이

인식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들의 권리 및 행

사방법을 잘 알 수 있는 보호 체계, 효과적

이고 억제력이 강한 제재수단을 통해 보호

원칙을 존중하도록 유도

2.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도

와주는 보호체계

(support and help

to individual data

subjects)

개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과도한 비용 부

담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민원·고충에 대한 독립적 조

사가 보장되는 제도적 매커니즘 필요

3. 보호원칙 미준수

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

치 필요(appropriate

redress)

손해배상이나 적절한 제재 조치가 가능한 독

립적 조정 또는 중재 시스템 필요

4)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제한과 관련하여 특정 범위 내 계열사

또는 협력사 간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보다 편리하게 개인정보

를 제공·공유하거나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공동처리제도

방식과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s)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구속력 있

는 기업규칙(BCRs : Binding Corporate Rules) 이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그룹이 그룹 내부의 정보 교류에 있어 EU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정보 주체를 위한 각종 권리

구제수단을 정해 놓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말한다.279)

이러한 BCRs는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보장하

279) 경정익, 앞의 책,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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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모든 기본적 원칙과 집행력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280)

(a)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이 법적 구속력 있고, 사업체 집단의 모든 구성

원 또는 공동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집단과 그 고용인에게 적용되고

시행되는 경우, (b)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집행 가능한 권리를 명확히 부여한 경우, (c)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

우를 말한다.

제2항의 요건으로는 (a) 사업체 집단, 공동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집단과 각각의 구성원들의 구조와 연락처, (b) 개인정보의 범주, 처

리 유형과 목적, 영향받는 정보 주체, 제3국 또는 논의되는 국가의 정체

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전 또는 일련의 이전, (c) 내외부적 법적 구속력의

성질, (d) 정보보호 일반원칙의 적용 등이 있으며 이를 구속력 있는 기

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본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에 관한 컨트롤러, 프로세서 그리고 감독기관 간의 정보

교환에 대한 형식과 절차를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법령은 제93조

제2항의 심사절차에 채택되어야 한다 (제3항)281)

소관 감독 당국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을 승인해야 한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있고 피고용인을 포함

하여 사업체 집단 또는 공동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집단의 해당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고 동 구성원에게 명시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부

여하는 경우이다. 셋째, 최소한 14개 조건(사업체 집단, 개인정보의 범주,

내외부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성격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이다. 표

준조항과 달리 BCRs는 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가진다.

BCRs이 복수의 회원국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전을 다룬다면 일관성 매

커니즘이 적용된다.282)

280) 상설 제110항 
281) 김유림,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
문, (2018) 51면
282) 박노형 외 8인, 앞의 책,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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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의 영토적 범위

GDPR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국제 환경에서 ‘최적의 표

준’(gold standard)으로 자리매김한 이른바 ‘규제의 영토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GDPR은 유럽연합 내의 모든 개인과 온라인 거래 과정이나 개

인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 대외적으로도 적용된다.283) 즉, 유럽연합의 영토 밖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GDPR은 (i) 영토적 관할범위의 확대(territorial scope, 제3조), (ii)

정정 요청권(right to rectification, 제16조), (iii) 삭제 요청권(right to

erasure, 제17조), (iv) 자료 이동 요청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제20

조), (v) 프로파일링 등 거부권(right not to be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제22조), (vi) 사전

적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제도(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제25조), (vii) 개인정보 영향 평가제도(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and prior consultation, 제35조 및 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EU 역외반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GDPR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금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집행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EU 역외반출로 인

해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익을 침해한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이하 또는 2,000만 유로 이하의 금액 중 높은 쪽을 상한으

로 하는 고액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284)

283) GDPR, Article 3(2).
284) 박선욱, “미국과 유럽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동아법학」, 83호 (2019),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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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활용을 우위에 두는 입장

(1) 미국의 「Privacy Act of 1974」

미국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옵트 아웃(opt-out) 방식

으로 개인정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285)는 점에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

호법과 대조된다. 미국은 개인정보(Personal Data)라는 개념보다는 프라

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Privacy를 규율하는 일반

적이고 포괄적인 연방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업계의 자율적 준

수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연방법이나 주법을 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286)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우

려로 인해 미국 프라이버시 법(U.S Privacy Act of 1974)이 제정되었으

며, 1986년에 제정된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of 1986)은 그 범위를 전자적 데이터의 컴퓨터 전송까지 포

함하게 된다.287)

미국 의회는 전자통신비밀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의 제2장에서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을 제정하여 미국 정부가 미국 영역밖에 저장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Stored Communication act(2703a)에 따라 미국법의 역외적용이 가

능한지 등을 검토하였다.288)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85) 이규엽,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KIEP 정책연
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4면. 
286) 구태언,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강원법학」 제6권 제1
호(2013) 296면
287) 윤재석,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5호(2016), 1271면.
288) Microsoft Corp. v. United States (In re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 (Microsoft I), 829 F.3d 197 
(2d Ci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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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합법적인 해외정보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인 해외정보이

용 합법화 법(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CLOUD

Act)289)이 통과되어 3월 22일 시행되었다.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통신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에 대

해 미국 정부 기관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와 관계없이 제공 요청

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역외정보 접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290)

한편 미국은 일반법인 Privacy Act 이외에 개별법을 통해 프라이버시

를 보호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유출 사건이 발생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구글과 유투브가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

의 없이 사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서비스를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뉴욕 재

판부에서 벌금 170만 달러가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구글과 유투브에 136

만 달러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에 지불하

라고 답변했다. 291) 미국 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

로 틱톡에 570만달러(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9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나 사회변화와 기술발달

에 따라 공공, 온라인 등 각 영역별로 개별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접근방식이 경제적·기술적 관점을

중시하고, 이를 민간의 사적 자치원칙을 중시하는 것이다. 또한 프라이버

289)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CLOUD) Act, H.R. 4943, 115th 
Cong. (2018).
290) CLOUD Act, 18 U.S.C. art. 2713
291) Federal Trade Commission, “Google and Youtube will pay record $170 
Million for alleged violations of children’s privacy law”,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9/google-youtube-will-pa
y-record-170-million-alleged-violations>, (20.1.14 최종 방문)
292) 류은주, “틱톡 개인정보 中으로 샌다”, IT조선(19.10.4.)
<ht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2721.html>, 
(20.1.14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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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호법제는 정부의 입법, 집행,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민간에 의

한 자율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

의 지침이나 일반법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프라이버시 쉴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외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나 독립된

위원회를 통한 통제와 감독이 아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

는 개별 시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사법적 구제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293)

(2)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본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미국의 노선과 가장 유사한 것으

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인정하면서 데이터의 이전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294)을 2017년 전면 개정

하였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는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여 규율되고 있으

며, 독립적인 감독기구 없이 담당 주무부처에서 관할하고,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분야별 가

이드 라인 또는 자율규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295)는 점에서 미국의 법

제 운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들의 데이터 장벽 제한

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에

있는 제 3자의 개인데이터의 제공(제24조)에 근거하여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96)

293) 경정익, 앞의 책, 55∼56면 
294) 2017년 5월 30일 발효, 전면개정. 
295) 경정익, 앞의 책, 63-64면. 
296) Helen Lui, “Japan: Policy Commitment to Free Data Flow with informal 
restrictions:, (Jan, 25,2018),
<https://jsis.washington.edu/news/japan-policy-commitment-free-data-flow-infor
mal-restrictions/>, (20.1.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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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

캐나다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및 일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 차

원에서 공공부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프라이버시법이 1983년도에 제정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PIPEDA(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이하 PIPEDA)가 1999년 초안이 제안된 이래 논의를

거쳐 2001년도에 제정되고 2004년 1월 1일 시행・운영되고 있다.297) 개

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의 제정은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특징

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취급행위를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및 일본과 구분되고 있다.298)

캐나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에 따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국경 간 무역의 맥락에서 상

거래 촉진을 위해 정보 흐름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개인의 개인정

보를 국경을 넘어 전송하기로 동의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전송 후 정보에

책임을 진다. 다만 기업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그들이 동의한 정보가 아

닐 경우 국경 간 이동을 할 수 없으며 법률에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의 흐름을

포함하도록 운영 및 설계하는 것이 자유롭다. 그러나 그들은 동의 절차

의 일부로서 선택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즉 개인은 반드시 캐

나다에 정보가 머물러야만 한다고 지시할 수는 없지만(데이터 현지화 규

정은 없음),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동의는 필수적

297) KISA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canada.do>, (20.1.14 최종 검색)
298) 경정익, 앞의 책,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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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99) 한편 OPC(캐나다 정보관리청 :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는 2018년 5월 PIPEDA상의 유효한 동의에 대

한 상세 요건을 안내하는 유의미한 동의 획득을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obtaining meaningful consent)을 발간하였다.300)

제3절 민감정보에 대한 각 국의 입장

1. 개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검토

국제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각 국은 자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는데301), 민

감정보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민감정보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통상 규범을 수립할 때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가령 민감정보에 대한 규제 조차도 자율에 맡길 경

우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을 수립함에 있어 전 국가의 합의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각 국이 민감정보

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민감정보 데이터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9)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Consult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s” 
<https://www.priv.gc.ca/en/about-the-opc/what-we-do/consultations/consultatio
n-on-transborder-dataflows/> (20.1.14 최종 검색)
300)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collecting-personal-information/conse
nt/gl_omc_201805/> (20.1.14 최종 검색)
301) 개인정보위원회,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연구」, 진한엠앤비 (2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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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민감 정보란 사상·신념·노

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리고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정하는 민감 정보

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민감정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가들은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

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감정보를 국외 이전 할 경우 개인

의 명시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요 국가들은 개

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의 보호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민감정보 중에서 인종은 미국과 일본에서 성생활 및 성적 취향은 EU

와 미국, 우리나라에서 공통으로 정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EU에서는 생

체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최근 생체정보를 매체로 활용하는

금융, 전자제품들의 확산302)에 따라 생체정보도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중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인정보보

호법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실제 판례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중 민

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1) 민감정보 개념

민감정보는 통상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그 침해 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심각한 정보로 세계 각국에서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

다.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 역시 유전자정보,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 생체정보, 및 건강, 성생활,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보 주체가 명시적인 동의(explicit consent)

302) 신한카드는 '페이스페이(Face Pay·얼굴을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를 BC카드는 최근 
QR결제 플랫폼 '페이북'을 업그레이드 시켜 목소리를 결제 인증에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롯데카드는 손바닥을 결제 단말기에 대고 결제하는 '핸드페이' 서비스를 내놨다, 
윤미혜, “'생체인증'얼굴·목소리·손바닥까지···카드사 결제방식 '진화'”, 서울파이낸스, 
19.10.18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504> (20.1.14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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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일본 역시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및 범죄

기록․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결정하고 개인정보에 이 정보

가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급을 금지하는 등 신중히 취급하고 있

다.303)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해 제23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304)

(2) 우리나라의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 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탙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 밖에

303) 김민호 외,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민감정보 유형과 보호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
구 KCC-2017-21,(2017), 1p.
304)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
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
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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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 하는 믿음·생

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

념 등을 말한다.305)

이러한 민감정보는 외국의 주요 입법례와 동일하게 제2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지만,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로

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서 법률뿐 아니라 시

행령, 시행규칙, 지침(고시), 조례를 포함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민감 정

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민감정보를 수탁자에

게 이전 또는 공유하는 경우, 통계 목적, 국가 안전보장, 공중위생, 공공

안전, 공공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1항)

(3) EU의 민감정보

EU GDPR에서는 민감정보를 규율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전문을 통하

여 밝히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개인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보호해야 하

는 이유는 ‘기본권과 자유 침해의 리스크’이다. 또한 각국의 자의적 입법

에 의한 허용을 금지하기 위해 GDPR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306)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을 위한 경우(고용법, 사회보

장법, 의료보장법, 건강보험법 등), ii) 전염병, 건강안보, 공중보건 등(공

중보건법, 전염병관리법 등) iii)공익적인 기록보존, 연구 목적, 통계목적

을 위해 허용(기록물관리법, 통계법 등) iv)소송상 공격방어 수단, v)정보

305) 경정익, 앞의 책, 149면 
306) GDPR 전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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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명백한 공개 등의 경우이다. 307)

(4) 중국의 민감정보

중국은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프

라이버시도 구체적인 인격권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다. 검토 가

능한 관련 조문으로 헌법 제38조에서 “공민의 인격존엄은 피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에 대해 모욕․비방․무고․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통칙 제101조에서 “공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가진다. 공민 인격의 존엄성은 법률로 보호되며 모욕이나 비방

등의 방식으로 공민이나 법인의 인격이 손해돼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

하고 있다. 상기 조항에서는 인격 존엄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의를 내리

지 않았으며, 프라이버시도 언급되지 않았다. 최고법원은 “민법통칙시행

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140조에서 “서면ㆍ구두 등 방식으로 타인의 사

생활을 선전하거나 혹은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비하 및 모욕,

비방 등 형식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 추락시켜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경우

공민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1993년에 공포된

“명예권 사건의 심사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답” 제7조 3항에서 “타인

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여 그의 명예훼손을 초래한 경우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였다.308)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12년 공포한 <인터넷정보보호강화에 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309))>은

“국가는 국민 개인신분과 국민 개인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전자정보를 보

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0) 따라서 민간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 제한

307) GDPR 전문 52 
308) 서민교 외, “중국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자
상거래연구, Vol.11(2), (2011) 221면 
309) Deci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Strengthening Information Protection on Networks(2012.12.18. 발효) 全国人大常委
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 [现行有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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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인터넷 안전법

(Cyber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제5조에서 중요

정보를 규정하고 21.4에서 중요정보에 대한 특수한 처리를 정하고 있어

이를 개인의 민감정보로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미국의 민감정보

미국에서 정의하는 민감한 정보로는 종교, 인종, 정치, 성 관심, 건

강, Trade Union Member 여부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 또는 활용을 원할 경우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필요

하다.311)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정부의 공공문서에

기록된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면서도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면

제조항을 두고 있다. 즉 “공개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명백하게

부당한 침해가 되는 인사 및 의료에 관하 파일 기타 이에 유사한 파

일”(5U.S.C. §552(b)(6)), “법집행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기록 또는 정보”

로서 그의 제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 합

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5 U.S.C. §552(b)(7)(C))312)

(6) 일본의 민감정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2003년에

제정되고 2015. 9. 9. 최종 개정되었다. 민감정보에 대하여 “배려를 요하

는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로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즉 “배려를 요

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본인의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범

죄의 경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그밖에 본인에 대한 부당

310) 손한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 고찰”, 「강원법학」, Vol.53, (2018) 81면
311) Privacy Act U.S.C. §552(a)4) 
312) 개인정보위원회,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진한앰엔비 (2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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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별, 편견 및 그 밖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별히 배

려를 요하는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기술 등이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감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및 그 밖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

도록 그 취급에 특별히 배려를 요하는 것, 즉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

로 표현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313)는 이러한 “배려를 요하는 개

인정보”를 ‘①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법령에 의거한 경

우, ③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

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④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⑤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法令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게 되면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⑥ 당해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가 본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 및 그밖에 개

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경우, ⑦그

밖에 전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경우’

에만 취득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2항). 다만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데이

터에 대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본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

인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사항을 개인정

보보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3)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
며, i) 국가기관 ii) 지방자치단체 iii) 독립행정법인 등, iv) 지방 독립 행정 법인 등은 제외
한다(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항).또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이라 함은 개인정
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다음에 열거된 것(이용방법으로 보아 개인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4항).
   1. 특정의 개인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2. 전호의 것 이외에, 특정의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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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고한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는 이 규

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314)

(7) 러시아 및 캐나다의 민감정보

러시아는 생체 개인정보의 처리(10, 18-1-10), 특수한 개인정보의 처

리(10)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 관련법에서는 민감한 정

보의 경우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Privacy Act Access17-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4.3.4)

제4절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빅데이터 산업은 말 그대로 IT 기술을 바탕으로 종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

출해 내는 것이므로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느냐에 성패

가 달려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

라 그 자체로는 식별성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식별성을

가지게 되는 정보도 포함하므로 소위 부진정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항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315) 이와 관련하여 국

가들이 개인정보의 활용을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은 향후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규범 수립 시

314)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민감 정보 보호 방안 연구”, 「방통
융합정책연구」, KCC-2017-21, (2017), 24∼25면
31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
책”, 고학수 편, 박영사 (2016) 517면



- 105 -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통상 규범을 마련을 위한 협상의

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추구하는 국가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 안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예측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유럽에서는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

어 이에 주목하고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관계

빅데이터 시대에 따라 통계처리, 학술연구, 신기술개발 등 특수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하여 식별정보가 분리 저장 또는 익명화되었

을 경우 정보 활용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의 기술적 조치만으

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316)

데이터는 종종 ‘경제성장 혁신 및 모든 경제부문에 걸친 디지털화를 위

한 촉매제’(a catalyst for economic growth, innovation and

digitalization across all economic sectors)로서 고려된다.317) 빅데이터

(big data)는 ‘사람 기기 또는 센서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출처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유형의 큰 분량의 데이터’(large amounts of different

types of data produced from various types of sources, such as

people, machines or sensors)를 가리킨다.318)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예

로 기상 정보, 인공위성이 보낸 사진, 디지털 사진과 비디오, 전송기록

또는 GPS 신호가 있지만, 사람의 이름, 사진,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

번호, SNS에 올린 자료, 건강정보 또는 IP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포

316) 경정익, 앞의 책, 127면 
317)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Brussels, 6.5.2015, COM(2015) 192 final, p. 14.
318) European Commission, “Fact Sheet: The EU Data Protection Reform and 
Big Data”,(March 201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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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수 있다.319)

2. EU의 빅데이터 관련 법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 디지털 단일 시장 전

략’(2015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에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과 함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의 경쟁력의 중심이라고 선언하였다.320) 그럼에도 빅데이터 분석기술 차

원에서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추가 처리는 대규모의 전자적 감시,

프로파일링 및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

려를 제기하고321) 이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고자 일찌감치 노력하였다.

따라서 GDPR에도 해당 규범을 마련하였는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비

롯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다음의 두 가지 근거에 의하여 목적 외 처리로

서 허용될 수 있다. 첫째, 제6조, 제4항(e)에 따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처

리 등 적절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 처리를 위한 목적이

최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에

따른 안전장치는 목적의 양립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사항

에 불과하므로, 가명처리 또는 암호처리의 존재 자체가 목적 외 추가적

처리를 필연적으로 적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제5조 제1항(b) 및

제 89조 제1항에 따라서,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

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처리가

319)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28 July 
2014, 
<https://ico.org.uk/media/for-organisations/documents/1541/big-data-and-data-
protection.pdf> p. 34-99
320) European Commission, ibid, p.1.
321) ENISA, Privacy by design in big data: An overview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the era of big data analytics, (Dec. 2015), p. 5. 박노형, 정명현,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
석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85권,(2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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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한, 목적 외 처리로서 허

용된다. 가명처리 등 안전장치는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가 특히 ‘개인정

보 최소화’ 원칙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비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322)

3. 일본의 빅데이터 관련 법

2015년(平成 27年) 9월 9일 개정된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에서는 종래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323) 외

에 ‘익명가공정보324)’와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개념을 도입하였고, 특

히 기존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개인정보 국외이전(제3 자 제공)에 관

한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였다. 즉 개정법 제24조에서는 ‘외국에

있는 제3 자에 대한 제공의 제한’을 규율하면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외국(일본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제3 자에게 개인 데이

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미리 외국에 있는 제3 자에 대한 제공

을 인정하는 취지의 본인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

정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는데, 예컨대 ① 법령에 근거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

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

우,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 동의를

얻음으로써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25)에는 “동

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3 자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일본의 의료법도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활용의 근

322) GDPR 89조 제1항. 
323)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324)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325)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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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상대적으로 유연

하게 인정하면서 데이터의 이전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

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7년 전면 개정하였다.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

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 분

야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

별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26) 2015년 개

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으나, 법제적인 한계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특

히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활용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그 활용에 커다란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2017년 5월 의료정보에 관한 의료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정보를 빅데이터화함으로써 신약 및 신 의료기기 개발 등 신산

업 창출에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27)

제5절 클라우드 컴퓨팅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응

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같은 컴퓨팅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328)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직접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구매⋅설치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

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329)

326) 구경민, “의료정보, 원격진료 규제 풀어 의료산업 육성해야.”, 머니투데이 19.7.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516070741001>, (최종 검색일 
20.1.14)
327) 정승모, “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31
권 3호 통권 686호, 2면
328) 클라우드서비스 유형으로는 ① Software as a Service (SaaS), ② Platform as a 
Service (PaaS), ③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가 있다
329) 강철하,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경제규
제와 법」, 10(2), (2017)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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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용자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고, 클라

우드 컴퓨팅의 핵심기술인 ‘분산처리기술’에 따라 원격지의 전산 자원에

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도 있으며, 특히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 이하 ‘CSP’라 한다)가 해외의 데이터센

터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주로 지사나 개인정보 처리 수탁

자가 해외에 위치하거나 서버 등 전산설비가 해외에 위치해 개인정보 국

외이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330)

글로벌 CSP의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같이 일부 ‘서울지역’

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재해복구나 백업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역에 데이터가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이전이 발생할 가능

성은 항시 존재한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정보의 이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일 개인정보 침해사

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중첩 인정되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과 같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 된다331). 따라서 현재 개인정보 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한

규범을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재의 상황을 계속 지

속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간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과

정에서 개인정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별도 규범의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330) 강철하. 앞의 논문 302면
331)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내 현황 분석 및 대응 방
안,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용역과제(2015), 3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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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 수립 시 고려사항

1. 주요국 국내법 특징 고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에서

도 유사 법안(Shield Act)이 모습을 드러낸 상태이며 이 흐름이 향후 미

국 다수 지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332) 비록 주법에 불과하지만 캘리포

니아는 주요 IT 기업의 본사 소재지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

인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 캐나다, 일본은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용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EU, 중국,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개인정보보

호법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WTO 회원국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 규범과 관련하여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

지 흐름 속에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EU에서 정하는 적정성 평가에 대해 미국은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일본은 적극적으로 적정성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과 일본 및 모든 국가들에게는 데이터의 국외이

전에 대한 통상 규범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살핀 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의 규범 모색이

필요하다.

332)김평화, “미국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예고, 기업 대응 필요” IT조선 (19.10.16.),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1978.html> 
(20.1.14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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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요

구는 자유무역 원칙에 보다 합치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중국, 러

시아, EU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유럽연합(EU)은

기본권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을 통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공식적으로 성문화하였는데 이로부터 개인

정보보호권이 등장했을 만큼333) 기본권이라는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신념, 종교, 성적 기호 등 그 데이터 이전이 ‘개

인’에게 속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에 대해 개인의 권리, 즉

데이터 주권을 고려한 적절한 제한은 필요 불가결하다.

2. 필요성의 법리와 GDPR의 적정성 평가

GATS 제14조의 규정 적용을 위하여 명확한 해석의 기준이 요구되

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상세한 법리를 담고 있는

GDPR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GDPR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상세한 규정

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GDPR에서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등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

지 여부, 독립적 감독기관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

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체결한 국제협정을 고려

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GATS 제14조에서 언급한 필요성 실험에서 정책 목적의 중요

성이 있는지, 통상에 대한 목적과 효과의 기여가 있는지, 대안적 조치를

마련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GATS 제14

조를 개인정보보호에 걸맞게 수정하여 해석할 경우 GDPR의 적정성 평

가에 대응하여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333) Krostina Irion,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EU 법률의 이해,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 2호 (2018.11)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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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국제협정을 고려하여 자국 내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독립적 감시기구를 구비 시,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

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은 국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합의 도출을 통해 만들어낸 국제

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는 EU를 통해 적정성 평가

를 통과하고자 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라고 생각된다.

3. 식별 불가한 개인정보 별도 취급

관광객에게 식당을 추천해주는 예약 서비스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느 지역의 손님이 어떠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확보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연구에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

다. 일본도 2015년 관련 법 개정으로 제3자에게 익명 가공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소비자 정보를 수집해 익명화한

뒤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형성됐을 정도다.334) 우리나라에서

도 최근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명 2020년 1월 9일 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

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익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

이 통계 작성,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한 법안이 2020년7월부터 시행될 예

정이다.335)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과 별개로 식별이 불가한 정보가 확인

334) 곽도영,장윤정, “데이터 3법 손발 묶인 사이... 규제 없는 외국 업체는 한국서 활개” 
동아일보, (19.11.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8/98569033/1> (20.1.14 최종 검색) 
335) 박원익, “데이터 3법 통과... 국가 경쟁력·개인정보보호 강화 병행”, 조선일보, 
(20.1.13.)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1/2020011101236.html?utm
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0.1.14.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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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검증에 대한 절차가 구비 시, 별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도입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는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기술 발전을 고려한 통상 규범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절차 구비와 검증을 담당하는

행정 감시기구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본 7개국은 모두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 정보의 이전 시 원칙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이 점에

서 비식별 처리된 개인의 정보라고 할지라도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는 유전자정보, 개

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체정보, 및 건강, 성생활,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

이터의 이전이 금지된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보다 밀접한

정보라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 및 이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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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간 균형점 제안

개인정보 통상 협정 마련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개

인정보보호와 활용간 조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GATS 제14조에서는 일반적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US-Gambling

CASE에서는 GATT 제20조와 동일한 법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

다. 비례성의 법리에 입각한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사유는 사실

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에 대해 GATS 제 14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바람직한 법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통상 규범에

서 새로운 기준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간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의 통

상 규범 해석 과정에서 GATS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

속되고 있다. 그뿐 만이 아니다. 어떤 국가의 법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을 운용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대국가가 비차별대우 원칙 위반을 주장할

경우 실제로 엄격한 법을 구비하여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막고 있는지

에 대해 판단 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으로 현행 통상 규범은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법적 기준의 하나로, GATS 제14조 필요성의 법리 해석에 있어 EU

의 GDPR에서 정한 적정성 평가 기준 등 데이터 국외 이전을 어떻게 정

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그 기준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는 국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APEC 등 국제기구에서 회원국들끼리 도달한 주요 합의점

또한 검토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GATS 제14조의 수정해석에

서 더 나아가 새로운 통상 규범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법적 기준은 무엇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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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요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감정보, 비식별정보 등

을 둘러싸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둘러싸고 어떠한 입법의 움직임

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통상 규범 마련 과정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밑바탕이 될 데이터 수집에 기반을 둔 상

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보호에 못지 않게 중요

하기 때문이다.

제1절 GATS 제14조의 수정 해석

GATS 제14조를 둘러싸고 GATS 제14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

장과 현행 조문은 그대로 두고 기존 해석을 바꾸자는 입장이 대립하였

다.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의 양상 및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비추

어 볼 때,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

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범은 경제 체제의 유지 및 사회문화적 여

건상으로도 필수적이다. 국가들은 임의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불균형

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전자상거래를 금지 등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사이

버범죄 금지, 공중 도덕의 보호라는 가치들은 인터넷 보호를 위하여 매

우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GATS 제 14조의 기존 규

범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은 회원국 각 국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

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GATS

규범 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Tuthill은 GATS 제14조에 대해 일반적 예외 규정으로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데이터 이전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

다.336) 유사하게 Daniel Crosby는 GATS 14조의 규정은 데이터 로컬라

336) L. Lee Tuthill, “Cross-Border Data Flows: What Role for Trade Rules?”, 
「Research Handbook on trade in services」, 18, 380p. Andrew D. Mitchell, N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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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이션 조치 등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등에 있어서 데이터 이전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337)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연일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규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

를 가속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GATS 제14조 규정을

유지하되 개인정보보호의 특수한 법리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GATT 제20조에서 확립한 엄격한 필요성 법리 차원을 기반으로 하

되, 개인정보보호 법리를 고려한 수평적 해석 및 개인EU의 GDPR에서

사용하는 적정성 개념을 필요성에 고려하는 것에 더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정보보호 법리를 고려한 수평적 해석

통상 규정에 개인정보보호 규정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의 특수

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GATS 규정의 해석이 개인정보

보호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해석은 수평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조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

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

남용으로 인한 국민 각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여 각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338) 한편

Mishra, Data at the Docks: Modernizing International Trade Law for the Digital 
Economy, VAND.J.ENT&TECH.L. Vol.20:4:1073, 1079p. 
337) Daniel Crosby, Analysis of data localization measures under WTO services 
trade rules and commitments 9 (2016) Andrew D. Mitchell, Neha Mishra, Data at 
the Docks: Modernizing International Trade Law for the Digital Economy, 
VAND.J.ENT&TECH.L. Vol.20:4:1073, 1094p. 
338) 경정익, “스마트시대 개인정보보호 이해와 해설”,「부연사」(2015), 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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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GDPR의 취지 또한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 및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9) 개인정보보호

는 ‘개인의 기본권’(EU의 경우), 즉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GATS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는 국가가 수직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

라 국민의 존엄과 가치(국내법)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개인에 관한 정보

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평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WTO 구성국이 새로운 협정을 마련할 것인지 혹은 현재

GATS 규범의 해석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해 산업, 시민 사회, 정부 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40)

다만 현행 규범인 GATS는 구조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통상 영역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

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국가들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수평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특히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서 국내 디지털 분야

의 보호와 규범 수행의 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도로 그들의 수평적인

방식으로 규범을 마련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341) 정부들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 공중도덕과 안보 등을 적용해서 다양한 이유로 그들의 국

경 내에서 인터넷을 규제한다.342) 이러한 추세에 근거하여 전문가들 또

한 향후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은 이상적으로는 수평적인 접근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343)

2. 국제기구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활용

339) 박노형 외 8인,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박영사」(2017), 4면
340) Andrew D. Mitchell, Neha Mishra, Data at the Docks: Modernizing 
International Trade Law for the Digital Economy, VAND.J.ENT&TECH.L. 
Vol.20:4:1073, 1129p 
341) Ibid, 1116p. 
342) Ibid, 1120p. 
343) Ibid, 11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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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유출은 어느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

므로,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이 달성되기가 어

렵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으로, 국가 간 도출된 가이드라인은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OECD, APEC에

서는 오래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최초 회원

국의 의견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으나 회원 구성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구

속력은 이제 상당히 강력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 수

립 시 국제기구에서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통상에 있어 Meltzer는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통상과 관

련하여 투명성과 비차별과 관련된 특별한 요구사항에 대해 국가 간 협력

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APEC의 Privacy

Framework(APF)를 들었다.344)

APEC 회원국 중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인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을 준수한 개인정보는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인증체계를 준수한 경우에 GATS 제14조의 필요성의

법리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APEC 회

원국이자 CBPR에 입각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에 보다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APF은 2005년 APEC ECSG에서 채택한 프라이버시 원칙이다.

APEC CBPR은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이

행 기준으로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APEC이 2011년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인

증하는 인증체계이다.345) CBPR 시스템은 다른 회원국으로 개인정보를

344) Andrew D. Mitchell, Neha Mishra, Data at the Docks: Modernizing 
International Trade Law for the Digital Economy, VAND.J.ENT&TECH.L. 
Vol.20:4:1073, 11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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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컨대 개인정보가 어느 APEC 회원국에서

수집되어 다른 APEC 회원국으로 전송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전송’은 개

인정보를 다른 APEC 회원국에서 원격지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

CBPR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조직 자체의 정책이나 실무 관행

으로 정립된 CBPR에 의하거나, 아니면 국내법 또는 개인 정보 수집 시

의 의무사항으로 요구되는 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른 회원국으로 전

송할 때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라야 한다.346)

CBPR은 APEC 역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원활한 국제적 이전을 촉구

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원칙으로 피해 예방

(Preventing harm), 고지(Notice), 수집 제한(Collection Limitation), 개인

정보 사용(Use of PI), 선택(Choice), 무결성(Integrity of PI), 보안 조치

(Security Safeguards), 열람 및 수정(Access and Correction), 책임

(Accountability)이라는 총 9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347) APEC 프

레임워크에서는 프레임워크 내의 원칙을 이행하는 수단은 회원국 각 국

의 사정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칙을 실행하고 개

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업계의

자율에 의한 규제, 또는 본 원칙 하에서 개인의 권리가 행사되도록 위의

방법을 혼합한 방식의 규제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348)

한국이 체결한 FTA 규정과 EU GDPR의 데이터 국외 이전 조항에

서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GDPR 제

50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의 효과적 집행을 촉진하는 국제

345) 방통위.행자부 보도자료 “방통위.행자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가입‘, 
2017.6.12.
346) 박훤일,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EU BCRs와 APEC CBPR
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3판 제2호 (2016), 249면
34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APEC ECSG 개인정보보호 논의 동향 – APEC Privacy 
Framework 제정을 중심으로” (2006) 6면
348) 앞의 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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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CBPR은 개인정

보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해 국가 간 합의를 거친 규정이며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여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국제 기준으로 원용될 가

능성이 높다. APEC 회원국들의 동의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서 WTO 회원국들에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1) APEC을 통한 ‘필요성’ 개념 명확화

WTO 분쟁해결기구는 케이스를 판단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조치가 해당국 법제의 핵심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그 핵심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지를 살펴볼 개연성이 높다.349) 개인정보보

호에 입각한 ‘필요성’을 판단할 때, 국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일환으

로 다음의 근거들을 주장 가능하다. EU 회원국들은 1981년 「개인정보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협약」,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PD)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개편 역사를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7조,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OECD 프라이버시 지침

등에 대한 참여활동 및 법제화 후속조치 등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350) 이러한 다양한 규범의 뿌리 속에서 APEC의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PEC CBPR은 그 자체가 헌법 제6조에 따른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다. 그것은 APEC의 자발적인 권고이므로 국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국

외이전이라는 문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국경올 넘어서고 있다

는 명백한 특징올 가지고 있다.351)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데,

349) 이한영·차성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 전략연구」 18-03, 217면 
350) 이한영·차성민, 앞의 논문,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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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는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규범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가령 APF에서 각 기업의 CBPR이 APEC

프라이버시 원칙 및 자국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업 스스로 판단하는 1

단계인 자기 진단(self-assessment)의 과정을 준수한 경우 필요성의 법

리 중 두문(Chapeau)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준

수 검토(compliance)과정인데, 이것은 각 기업의 CBPR 적절성 여부를

제 3자가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는 인증(recognition) 과정이다.

제3자 검증 과정을 준수한 경우 ‘정책 목적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각 기업이 APEC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 과정이 준수된 경우 ‘목적과 효과에 기여’한 것으

로 보아 필요성의 법리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4단계는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과정이다, 분쟁이 발생할 때

국가 간 협력 및 집행 체계의 마련이다.352) 만약 분쟁해결 과정을 마련

한 경우 ‘대안적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을

통해 모호한 ‘필요성 법리’의 불명확성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2) APEC의 CBPR 역할 강화

APEC의 CBPR은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의 상호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이다. CBPR은 자가 평가

(Self-assessment), 인증심사(Compliance review), 인증/수락(Recognition

/Acceptance), 분쟁 해결/집행(Dispute resolution/enforcement)을 위한 수

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프라이버시 쉴드와 유사하

다.353) 동 프레임워크는 ‘개요’, ‘범위’ 및 APEC 역내국에서의 전자상거

351) 성선제, “CBPR의 법적 성격과 영향”,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63집, vol. 63. (2013) 427면
352) 성선제, 앞의 논문, 421면 내용을 필자가 각색 
353) “Gdpr Match : The APEC Privacy Framework and Cross-Border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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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9개의 ‘원칙’과 동 원칙의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

의 이행 부분은 APEC 수준에 맞게 APEC 회원국 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Asia Pacific Framework(이하 ‘APF’)

의 ‘국내적 이행’(Domestic implementation)과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적 이행(International implementation)’

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354)

한편 동 프레임워크는 2015년 APEC 지역의 다양한 법적 특징을 고

려하여 OECD 가이드라인(2013 OECD Privacy Guidelines, 2013355))에

도입된 개념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것이다. 이렇게 각 기구 및 협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참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례의 수정 및 개

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통상 협정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APEC 회원국들은 APEC 역내국에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와 정보 네트워크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와 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

이 하였다. 이에 APEC 회원국 간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

력이 APEC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합의가 도

출되었으며, 그 주요 노력 중 하나가 효과적인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자유 이전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356) 따라서 APEC의

CBPR 역할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의 자유와의 균형점을 찾

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APF는 기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이나 조직들이 개인

Rules”, IAPP, 2017.5.31.
35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APEC ECSG 개인정보보호 논의 동향 – APEC Privacy 
Framework 제정을 중심으로” (2006), 3면.
355) OECD, “Oecd Privacy Guidelines”,
<http//www.oecd.org/internet/ieconomy/privacy-guidelines.htm> (최종 검색 
20.1.14.)
356) 앞의 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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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단일한 접근법을 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작성

되었으며, 1차 초안 당시만해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8원칙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를 위한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미국, 호주 등의 입장

이 적극 반영 되었다. 특히 원칙의 국제적 이행 부분의 제정 과정에서는

자유로운 정보 이전을 위한 국가 간 법 집행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과 이

를 지지하는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간의 아시아 국가 간의 약간의 대립적

인 양상을 볼 수 있다.357)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접근 방법

이 채택되더라도, 전반적인 목표는 APEC 지역 내에서 각국 요구에 적

합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들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358) EU의 GDPR이 EU 국가들의 권리 보호를 대변해주고 있다면,

APF는 미국 및 호주 등 APEC 구성국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APF와 GDPR의 개인정보보호규범을 차용하는 것이 새로운 개인정보보

호 통상 규범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US-Gambling CASE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필요성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

펴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및 국제기구의 규범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전송을 다루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체계

는 지리적 기반 접근방식 또는 조직적 기반 접근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

다. 지리적 기반 접근방식은 데이터가 처리되는 국가 또는 위치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리적 지역의 적절한 보호 수준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들이 지리

적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 조직 기반 접근법은 데이터를 받는 조직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이다.359) 이 접근방식은 데이터 수출업자가

357) 앞의 글, 3면
358) 앞의 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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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자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APEC Privacy Framework를 준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가장 적절한

해결은 아마 2개 접근을 섞은 것으로 조직에 관한 의무를 묘사한 조직적

기반에서 시작하여 지형학적 기반으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하

는 것이다.360) 이에 따라 ‘적절한’(Adequate) ‘비교할만한’(Comparable),

‘동등한’(Equivalent)과 같은 용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며, 그 해석이 열

려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며, 법적 결과가 예측 가능한 필요성의

원칙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61) 따라서 필요성의 법리 고려

시, 지역 기반 접근법에 따라서는 EU GDPR의 ‘적정성’ 기준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조직적 접근 방식으로 APEC의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OECD 가이드라인 고려

OECD 가이드라인 즉 국가 간 합의를 거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980년 OECD가 채택한 ‘프라

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은 OECD 회원국

을 비롯한 비회원국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국

제 지침이다.362) 본래 OECD는 2007년 6월 프라이버시법의 집행에 있

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권고 를 발표한데 이어 2013년 7월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공표하고 그 부칙에서 새

359) Kuner, C. (2011-12-08), “Regulation of Transborder Data Flows und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Law: Past, Present and Futur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187, OECD Publishing, Paris. (2011) 
<http://dx.doi.org/10.1787/5kg0s2fk315f-en> p.20  
360) Rolf.H.Weber, “Regulatory autonomy and privacy standard under the 
GATS”, 「Asian Journal of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7, 
no. 1, (2012), p.31. 
361) Ibid, p.32. 
362) 변순정, “APEC ECSG 개인정보보호 논의 동향 – APEC Privacy Framework 제정
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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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수준의 국제협조와 각국 정부의 주도적 관여를 촉구하였다.363) 경

제 협력 및 개발 국제기구인 OECD에서는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1978년부터 프라이버시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제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라는 지침(guideline)으로 채택했다. 이 지침은 프라이

버시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장려, 국내 프라이버시 입법에 의한 자

유로운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부당한 제한 방지, 관련 국내법 규정과의

조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364) OECD의 8대 원칙 중 ‘정보 주체 참여

의 원칙‘은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GDPR과

도 상통하는 맥락이 발견된다. 즉, EU에서 개인정보보호 규범 수립 시

OECD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OECD의 가이드라인을 개인

정보보호 통상 규범 수립 시 참고로 활용하는 것은 EU 회원국의 설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룰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

고, 그 목적에 합당한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수집을 제한하는 방식은 ’

필요성의 법리‘에 대응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프라이

버시 보호 원칙들을 차용하여 필요성의 법리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GDPR의 ‘적정성’을 ‘필요성’ 판단에 활용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은 개인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통상 규범과 가장 큰 차

이를 보인다. GDPR은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대비하여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개인의 필수적 권리로 보는 입장에서 해당 규정을

363) 박훤일,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 – EU BCRs와 APEC CBPR
을 중심으로- vol. 23(2), 「국제거래법연구」, 258면.
364) OECD 프라이버시 제8대 원칙 ①수집 제한의 원칙, ②개인정보 정확성 원칙, ③목적 
명확성의 원칙, ④ 이용 제한의 원칙,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 ⑥공개 원칙, ⑦정보 주체 
참여 원칙, ⑧ 책임의 원칙, 염흥열, 고재남,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 비교 분석”, 정보보
호학회지 23(1) (2013) 69∼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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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이러한 입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적정성 법리 및 판단 기구와 관

련한 상세한 규정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GATS 제14조에서 필요성

의 법리를 개인정보보호의 법리에 입각하여 해석 시 참고할만한 기준으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GDPR에서 정한 ‘적정한 수준’을 준수한 경

우 필요성의 법리도 충족한 것으로 보고 GATS 제14조의 예외 법리에

합당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적정성 결정을 통과한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인정하거나 제 47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s)을 준수한

경우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EU의 GDPR 법리의 차용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판단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판단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상대국가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GDPR은 집행위원회와 유럽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 적정성 개념이

확립된다. 개인정보의 제3국 이동은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

(adequacy decision) 또는 정보 처리자의 적절한 안전조치 이행에 따라

가능하다. 적정한 정보보호 수준을 가진 제3국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정보보호지침 제25조 1항에서 규정되고 있다. 동등성보다는 적정

성의 요건이 정보보호를 이행하는 방법을 존중하게 할 수 있다. 지침 제

25조 제6항에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통하여 외국의 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권한이 있으며 평가에 관하여 제25조와 제26조의 해

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제29조 작업반과 협의를 한다.365) 집행위원

회가 개인정보 이전 국이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

우, 개인정보의 제3국 이동이 가능한데,366) 여기에서 적정한 보호조치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준수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

호될 것을 의미한다.367)

365) 함인선, “유럽정보보호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202∼203면. 
366) 이상혁·김인성,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 규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EU 사례를 중심
으로”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제26권 제4호, 한국정보보호학회, 제16. 2018면. 
367) 노현숙, “EU 개인정보 국외 이동 규정의 유용성”,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36집
(2016),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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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폐지된 기존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적

절한 보호 수준(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보장하는 국가, 지역,

국제기구로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

고 있다고 유럽 집행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추가요건 없이” 개인정

보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유럽 집행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

도 정보 관리자 또는 정보 처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

다. 여기서 적절한 보호조치란, ① ‘감독기구의 특정한 승인(Specific

authorization)을 요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47조에 따른 구속력 있

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감독기구가 채택

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에 의해 국외이전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② ‘감독기구의 특정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관

련하여 공공기관 또는 기구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장

치 등에 의해 국외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68) ‘개인정보의 실질적 침

해 위험성’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GDPR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

럽연합은 원칙적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의 개인정보보

호 수준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로의 이전을 허용하면

서 EU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GDPR의 경우 표준계약서, BCR, 적

정성 결정 모두 “감독 당국의 사전 점검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감독

당국의 관리 통제권의 실질적 행사가 가능하다.369) GDPR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국

및 기업들에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GATS 제14조에 비하여 열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 기준으로 차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68) 강철하,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경제규제
와 법」, 10(2),  (2017), 306면.
369) 강철하, 앞의 논문 306∼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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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적 기준으로 ‘민감정보’ 조문 추가

제2장에서 CPTPP로 대표되는 다자간 통상 협정 추진 현황을 살펴

보았다. CPTPP의 회원국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를 구성국으로 한

다. 미국의 주도로 TPP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입

장을 바꿔 탈퇴 선언을 한 것으로 다자간 협상만으로는 국가 간 개인정

보보호 통상 규범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USMCA의 협

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구성으로 한다. CPTPP와 USMCA의 데

이터 국외 이전 통상규범에 비추어 볼 때, 협정국들의 국내법은 상대적

으로 유연한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을 가진 국가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강조하는 통상법 제정 시, 국가들의 동의를

얻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추측된다.

한편 CPTPP와 USMCA의 구성국이 아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엄

격한 개인정보보호규범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제4장에서 확인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유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구비한 국가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구비한 국가들까지도 아울

러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요구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내법 특징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규범 마

련

네트워크 시대의 국가는 여전히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행사를 감독

하는 권한을 가지며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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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370)하므로 국가가 어떠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느냐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요국의 국내법이 개인정보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WTO 통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흐름에 대한 크게 2가지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

가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개인정보보호법(프라이버시)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동, 의료, 금융 등의 특수영역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형태로 운용하기도

하였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인 공공데이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

고, 공공데이터와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효율성

을 위해 통합하는 형태로 바뀌는 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WTO 회원국

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운용 실태는 WTO에서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

수립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국내법의 기

준을 무시한 국제법의 마련은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의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인정보 개념 정립

유럽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생각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생각으로부

터 유래한다. 반면에 미국은 주로 개인 자율성의 보호에서 비롯된다. 영

국의 정의는 소유권에 기초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의 침해 뿐만 아니라 기

밀보호의 위반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

른 출발점에서 개발되었다.371) 하지만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는 전자적

서비스의 영역에서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고 있다. 프라이버시 규율은 데이터 보호의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프라이버시 규정은

370) 조화순, “네트워크시대 정보주권과 국가의 역할”(발표문),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연
구재단 공동학술포럼,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권 확립방안, (2015), 24면
371) Johannes Thierer, 앞의 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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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372)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 간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은 국가 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공통된 의사 합치를

토대로 하여서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또한 의사 합치에 이

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을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들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OECD 가이드라인(OECD 1980)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EU의

GDPR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

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GDPR에서 “식별

가능한 자연인”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히 이름, 식별번호, 위치 정

보, 온라인 식별자와 같은 식별자를 참조하여 또는 그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유한 하

나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식별될 수 있는 자이다.373) 유럽사법재판소

에서는 결정안에 포함된 신청인이 체류 허가 신청 시 이와 관련된 정보,

즉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민족, 종교 및 언어는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이며, 특히 이름에 의해 그 결정안에서 식별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판시하였다.374)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개

인정보의 개념을 다소 넓게 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통상법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민감정보’에 대한 회원국 의견 합치

제4장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EU,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의 개

372) Rolf H.Weber, ibid, p.26
373) GDPR 제4조 1호. 
374) Case C-342/12 (30 May 2013), 함인선 「EU 개인정보판례」, 개정판, 마로니에 
(2015)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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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데이터 로컬라이제이

션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법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일본은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중

심으로 통상 규범을 수립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EU는 상대적

으로 엄격한 자국의 GDPR을 기준으로 세우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에 제한을 두는 통상 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

것이 지난 WTO 작업반의 논의결과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운용하는 것은 무

엇보다도 자국이 데이터 주권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으로 판

단된다. 한편 미국이 적극적으로 유럽과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맺은

것 등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통상 협정 등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국, 러시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통상 협정을 마

련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보

호 통상 규범 수립 과정에서 검토한 주요국 중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합

의 도출에 있어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

수립 시, 중국과 러시아는 보다 강력한 규범을 만들 것을 주장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다른 회원국과 합의가 가능한 선상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국가인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도 민감정보 국외 이

전 시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는 등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

그 기준으로 ‘민감정보’를 정할 경우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통상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민감정보는 의료, 건강뿐 아니라 금융, 보안 등 다방면에서 일상

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디



- 132 -

지털 헬스케어플랫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직접 수집과 매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헬스케어 영역에서 생체정보는 개인건

강기기(Personal Health Device)를 통해 수집된다. 웨어러블 기기 및 영

상 기기의 발전 등으로 이러한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영역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민감 정보를 활

용한 기기는 가정용 또는 휴대용기기에 센서를 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말한다.375)

기술 활용에 적극 활용 가능한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는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유출 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그

규제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의 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외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 통상

규범 마련 과정에서 민감정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국가

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국 국

민들의 민감정보에 대한 사항은 대다수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

이를 토대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CPTPP

등 최근 주목받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상협정은 데이터 이전을 우위에

둠으로써 개인정보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국

가 및 기업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데이터의 원활한 이전에만 주목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협정 과정에서 국가 간 의견을 모아

핵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작업은 단순히 규범 마련뿐만 아니라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통상 규범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범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를 둘러싼 보편타당한 협상 결과를 만드는 것이 어

렵다면, ‘민감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통상 협정

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75) 김민호 외 3인,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민감정보 유형과 보호방안 연구” 「방통융합
정책연구」, KCC-2017-21, 방송통신위원회 (2017)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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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차별대우 원칙 해소 방안으로 활용

민감정보 규범을 추가할 경우 비차별대우 원칙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GATS에서의 비차별대우는 비교적 가치중립적

인 상품 교역 분야를 규율하는 GATT와는 달리, GATS는 각국의 정치

적, 사회적, 정서적 이해대립이 민감하게 교차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규율하는 협정이므로 좀 더 그 규율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각 WTO

회원국의 특수한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비차별주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

가 있다.376) 특히 GATS는 회원국이 서비스 분야에 있어 자율적으로 규

제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GATT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마다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서버 이전 의무화 및 적정성 판단 등의 지나친 규제는 WTO 기본

원칙은 비차별대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 점에서 EU의 GDPR 등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정성의 평가 여하에 따라 타국에서 유럽

국가로 데이터 이전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

하여 비차별주의 위반에 대한 제소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

다. 또한 EU는 가장 강력한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역외규정을 통해 EU가 마련한 적정성 원칙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인

정보의 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고 서버 이전 의무를 규범

화하였다. 이러한 EU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 심사는

GATS 제1원칙인 비차별대우 위반의 소지가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내국민대우의 동종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의미에

서 일반적인 동종성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377) 개

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은 이전되는 국가의 데이터 보호 수준에 따라

376) 최원목,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2003), 173∼174면.
377) WTO,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Bananas Ⅲ)(WT/A27/AB/R, 9 
September 1997), para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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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데,378) 이 경우 내국민대우보다는 오히려 비차별

대우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편, CPTPP 및 USMCA379)에서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를 의무

화한 반면, CPTPP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언급만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데이터 수출입의 실현을 위한 수단

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380) 자유 무역을 목

표로 하는 WTO 통상 규범의 법리에는 전체적으로 합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정보보호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CPTPP

및 USMCA 가입국 간 개인정보의 이전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의 국외이전이 수월한 반면 비EU 국가에서 EU 국가로의 데이터 국외

이전의 경우 적정성을 통과해야 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

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비차별대우 법리에 위반되는 상황

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비차별대우의 해소를 위하여

WTO에서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을 제시하여 회

원국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정보’

가 그 기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3절 데이터 활용에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 모색

최근 네이버, 카카오부터 삼성전자나 SK텔레콤에서 제공한 국내 음

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용자의 목소리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AI 기능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용자

378) WTO, Appellate Body Report, EC-Banana Ⅲ, para 241.
379) USMCA Article 19.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digital 
trade. In the development of this legal framework, each Party should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380) 박노형, “데이터무역 국제규범의 출범 –TPP의 중요한 의의”, 「안암법학」. vol.no.50 
(2016),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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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약관

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스피커를 이용할 수 없는데 약관에는 식별

불가한 목소리를 수집 및 이용하게 된다는 내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둘러싸고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입장과 기기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 대립 되고 있다.381) 이뿐 만이 아니다. 엄격한 개인정

보보호 지침을 준수 및 관리하는 것을 알려진 애플이 고객과 인공지능

비서 시리의 대화를 일부 녹음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382) 이러한 과

정에서 2019년 11월 한국 정부는 AI가 인간 자유와 권리, 존엄성을 보장

해야 한다는 AI 윤리원칙을 제정 및 발표하였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이 프라이

버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383)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AI로 인한 인간 자유와 권리 침해의 우

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

오늘날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책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기술의 발전과 상응할 뿐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을 저해하는 측면

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 규범 마련은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

381) 이민우, “일상 엿듣는 AI... 사생활 침해 VS 불가피한 학습과정” 아시아경제, 
2019.9.4.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408122378998> (20.1.14방문) 
382) 최진홍, “”IT 큐레이션, 개인정보 민감하다던 애플, 고객 목소리는 엿듣는다“ 
이코노믹리뷰, 2019.8.30,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916>, (20.1.14방문)” 
애플은 ID가 아닌 무작위로 고객의 목소리를 녹음해 저장했으며 전체 대화내용의 0.2%가 
애플의 서버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83) 조승한, “AI 인간 자유와 권리, 존엄성 보장해야‘, 첫 AI 윤리원칙 제정”, 동아사이언
스, 2019.11.12.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2314>, (20.1.14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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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면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

용’이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한 가지 예로 빅데이터 기술

활용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일본, EU에서

는 일찌감치 빅데이터를 통한 기술 활용을 예정하고 식별 데이터와 비식

별 데이터를 구분하고, 비식별데이터에 대한 정보 가공 및 처리를 상대

적으로 유연하게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가지 예로 보건 의료

정보의 경우에도 그 관리 체계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

서 균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활용도를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보호와 활용이 항상 서로 상충관계

(trade-off)에 놓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모

두 고려하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주요 규제 방식 중 하

나는 비식별화가 된다.384) 이처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통상 규범은 정

보의 가공 및 활용이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범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 주체의 권한 강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대부분 산업은 사실상 빅데이터에 의존하

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남용의 우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 주체의 권리

를 얼마나 잘 보호함으로써 그 남용의 폐해를 막아내는가이다. 이를 반

영하여 GDPR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85)

384) 고학수 외 4인,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박영사(2017) 264면 
385) 홍선기, 고영미,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법학논총」, vol 43, no.1.(2019).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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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은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

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목적 외 처리의 경우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경우 원래의 수집목적과 양립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적법한 처리로 인정한다.386) GDPR은 가명처리 정보와 익명 처리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가명처리정보는 일정한 법률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목적 외 처리로서 허용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

는 익명처리정보의 활용은 GDPR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상기 두 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취한다고 볼 수 있다.387)

한편 국내법에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된 정보에 대해

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을 키울 수 있

다는 주장에 따라 데이터 활용범위를 넓힌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 주권의 역량

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88) 다만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제가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인도에서는 비개인데이터(NPD)의 흐름

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389) 이렇듯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국가 간

규범은 일치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보호 수준의 차이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 주

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386) GDPR 제 5조 제1항 (b) (b)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 
하고, 해당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공익적 기록보존
의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는 제89조(1)
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387) GDPR 상설 26항 
388) 구은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데이터는 미래의 원유...디지털통상 선도해야” 한국경제, 
2019.1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081671i> (20.1.14 
검색)  
389) Anubhutie Singh, Malavika Raghavan, Beni Chugh & Srikara Prasad , 
Medianama, “The contours of public policy for non-personal data flows in 
India”, Sep 25, 2019, 
<https://www.medianama.com/2019/09/223-non-personal-data-flows-policy/> 
(20.1.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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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기준 마련

우리나라는「공간정보관리법390)」을 통해 국가 안보나 그 밖에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 밖에 데이터 로

컬라이제이션 규정은 유럽, 러시아, 중국의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러한 개인정보의 로컬라이제이션 법안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free flow

of data)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 정

책에 위배 될 수 있다. 한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였고 미국 기업은 한국에 지

도 반출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으나 한국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로부터

파생된 미국의 불만은 2013년 무역장벽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2018년까지 미국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391)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NSA 관련 폭로 이

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데이터 국지화 정책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The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CIPE)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

인다.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효

율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중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타당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업들에게 한국에 데

이터를 저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

다.392)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법리를 운영

3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 개정,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391) 이규엽,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와 한국 데이터 정책의 정합성 검토,데이터 통
상이슈의 부상과 정책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9). 10면
392) 허진성,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그 법제적 함의” 
「언론과 법」 vol. 13 no.2 (2014년),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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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국가에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법리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비차별대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동종의 상품,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 적용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향후 인터넷 검열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와 관련하여 동종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393) EC – Asbestos 사건의 상소기구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차 시장에서 상품을 구분하고 선택하는 주

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석면(asbestos)의 ‘안전성’이 경쟁 관계의 측

면에서 제품의 최종용도와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등과 같이 제품의 외

형적 물리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관련 증거(relevant evidence)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394)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비차별대우의

동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들은 법안 및 제도 도입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WTO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안을 해석할 때, GATS 제14조

의 ‘개인정보’ 해석 방식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정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정책 목적이 실질

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로 인하여 통상에 대한 목적과 효과에 기

여하였는지,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단순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GATS 제14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앞의 논거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하여 WTO 통상

규범 차원에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93)김승민,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국제법학
회논총」, 62(2), (2017), 32면
394) Appellate Body Report, EC – Asbestos, para. 122. 앞의 논문 32면



- 140 -

4. 기술 중립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이전 자유화의 양가적인 가치의 규율에 있어

무엇보다도 기술 중립성 및 투명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GATS의

투명성 원칙은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공표(publication), 통보

(notification) 및 문의처(enquiry point) 설치 등의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공표의무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GATS 운영과 관련되거나 영향

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들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

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수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통

보해야 한다.395)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 간의 개인정보보호협약인

세이프하버가 무효가 된 원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 유

럽집행위는 4개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세이프 하버를 개선하기 위한 일

련의 권고를 제시했다. 4개의 원칙에서 첫째는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고, 둘째는 피해구제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실행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은 세이프 하버 합의 하에 따라 이전되는 정

보에 대해 미국 당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396) 이에 따라 미국 정

부는 투명성과 관련하여 ‘미 법무부와 정보당국의 책임자는 미국 정부의

유럽연합 시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명확한 제한, 보호조치, 감독 매

커니즘을 갖추고 이루어진다는 문서화 된 보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397)

기술 중립성의 원칙은 전자상거래에서 그 개념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9 년 7월 19일 WTO 서비스 무역 협의회가 채택한 총회에 전자상거

래 진행 보고서 작업 단락 4항은 GATS가 기술적으로 중립적이며, 서비

39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박영사」, 전면개정판 (2018) 449면
396) 윤재석,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
향”,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vol.26(5), (2016), 1272면
397) 윤재석, 앞의 논문, 1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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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구별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제공했다. 한편 기술 중립성 원칙은

US-Gambling 사건에서 처음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국경 간 전

자상거래 의미를 정하는 동안에 패널은 GATS의 Mode 1이 WTO 구성

국가의 영역에서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공급되는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 Wire act가 전화, 인터넷, 다른 수단의

통신을 통한 게임 서비스 공급으로부터 공급을 금지하고 정하고 있다고

보았고, GATS 14조 2항의 의미 내에서 중립적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원칙은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도 서비스 공급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기

술 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관련 이슈에서

US-Gambling 패널의 결론은 모든 수단의 전송이 기술 중립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398) 투명성은 GATS가 적용되는 모든 규정에

적용되며, 기술 중립성은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공급되는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들은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보호 규범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

을 것으로 보인다.

398) Mercurio, Bryan and Kuei-Jung “Science and Technology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 Balancing Competing Interests” , Edited by Bryan Mercurio and 
Kuei-Jung Ni(2014). 75p∼77p. 내용을 필자가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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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와 통상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와 활용간의 기준 마련을 위하여 현행 규범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현행 GATS 규범의 해석론 제시

및 새로운 통상 규범에 개인정보조항을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는 국가마다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고 보호법익 및

개념 정의에 차이가 있다. 과거 데이터의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던 때에

는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가 오늘만큼 심각하지 않았으며, 피해도

국지적인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빠른 속도로 국경

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

어 개인정보에 대한 통상법적 규제가 절실하다. 데이터의 국외이전으로

인한 정보 활용과 기술 발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며, 각

국가가 국가 안보와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을 통상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 된다.

1998년 5월 WTO의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관세선언을 시작으로

1998년 9월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설치 이후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

려 개인정보보호 규범에 대해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도 국

가 간 의사 합치 및 새로운 규범을 모색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들은 점차 개인정보보호 통상협정

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2000년 한-미 FTA 제15.8조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통상협정 등을 시작으로 FTA 통상 규범에 개인정보

보호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등 한국

이 체결한 FTA 규범들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통상협정에서 도입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점차 국가 간 2018년 CPTPP 협정 등 다자간 통상

협정 체결의 형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협정 및 국가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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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충돌로 인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통된 통상협정을 만

드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 국가들의 통상협정이 어려운지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들은 각기

다른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운용형태도 모두 다르다. 미국, 캐

나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관

리하는 개인정보의 영역은 자율의 영역에 맡긴다. 또한 통상법의 기본원

칙에 개인정보보호법리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통상

법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국가가 임의로 제한할 경우 최혜국대우원칙 위반 소지가 있게 된

다. 또한 GATS 제14조에서는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정하고 그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기존 재판부 사례에서는 엄격

하게 제14조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WTO 해석의 법리로는

제14조 예외 적용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US-Gambling 사건과

China-Audiovisual 사건에서는 GATS 제14조에 의거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예외 규정을 최초로 인정하였지만 그 해석의 법리를 마련하지는 못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GATS 규범 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경우, GATS 제14조 해석의 근거를

GATT 제20조와 유사하게 보는 중재재판부 사례에서는 ‘필요성’ 해석의

기준으로 정책 목적의 중요성, 통상에 대한 목적과 효과의 기여, 대안적

조치의 마련, 두문 고려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 4가지 기준으로 어떤 국

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근거로 통상 법리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

해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방식으로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을 포섭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국의개인정

보보호법을 포섭할 수 있는 설득할만한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EU의 적정성 평가(GDPR 제45조)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판단하

는 가장 발달된 법리라는 점에서 그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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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해당 기

관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것인지,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체결한

협약이나 기타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다. 현재 GATS

제14조의 해석 법리인 정책 목적의 중요성, 통상에 대한 목적과 효과의

기여, 대안적 조치의 마련에 각각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법리에 맞는 해

석의 법리를 고안해야 한다.

또한 APEC의 CBPR은 구성국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 국

외이전에 대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라는 점에서 디지털 교역

규범 수립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CBPR 규범은 국가들의 자율적인

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들도 그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BPR 인증체계를 마련한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 통상

규범 예외 적용의 대상을 고려할 수 있다. GDPR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 체결한 각종 FTA 규범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국가 간 협력에 대하

여 국제기구의 국제기준·지침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GATS 제14조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기존의 해석에서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GDPR과 APEC의 CBPR을 고려하는 것

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이전 자유와의 균형점을 찾는 바람직한 대안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GATS 제14조 수정해석에 그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통일된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과 규

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개인정보를 너무 좁게

정의할 경우 법이 기술 변화 및 사회변화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

고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넓게 또는 좁게 정의하는 방식 사이에서 일

종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39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분

399) “개인정보보호 : 규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정책적 과제”, 「개인정보보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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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 이전을 허

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EU와 일본의 경우 비식

별정보에 대한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에 대해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이전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이전을 허용하고 있어 국가 간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다.

국가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 교역 규

범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

속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엄격한 GATS 제14에 대

한 수정 해석을 도모하고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향후 분쟁을 막고, WTO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도모하여 국제무

역질서를 재정립하는 구심점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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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ssues of the Digital Trade Standards

- Focusing on the boundary betwee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Jisun Yang

Data is the driving force behind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dded economic value created by data

processing is gradually becoming larger. The WTO norms are not

specific and restricted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there is a confusing situation since each country holds privacy norms

applied differently. To address this confusion, the members of the

WTO are trying to negotiate with each other to develop digital trade

norms, such as privacy protection. In particular, there is a risk of

personality infringement as the consequence of the leaked individual

data. However, excessive scale of restrictions will undermine the

benefit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use of big data, and will

violate the UR agreement, which ultimately aims at expanding

markets in each country.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WTO

regime, the GATS XIV exception is strictly enforced, resulting in the

denial of data transfer on the grounds of privacy protection. There is

no standard on what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s

allowed in the 'public order' under Article 14 of GATS.

Thus, differences in data transfer laws may lead to further trade

disput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sider the addition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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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rotection of privacy, setting the necessary criteria in Article

14 of GATS. In order to prepare the detailed criteria for the necessity

overview, not only the basic principles of privacy protection set out

by APEC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but also the

comprehens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criteria in

'appropriateness', which enables the data transfer in the EU. Indeed

for this case, technology neutrality and transparency must be

observed to ensure fair standards.

In addition, the domestic law on the privacy protection of major

countries shows that most countries strictly regulat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ase of the exp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Therefore, the addition of protection provisions for

sensitive information would be a good alternative for consensus

among WTO members. Above all, data should be moved in a way

that enables global trade and contribute to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in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with privacy.

Key words: Digital Trad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Cross-border Data Transfer,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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