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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 도입연구

2.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의 배경과 도입필요성

개인정보 취급방침제도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의 태동기부터 규정되어 왔고 이 

제도의 신설로 보다 신뢰할만한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되었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함에 있어 개인정

보의 관리책임자를 명시토록 함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관리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도 상당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침해와 유출에 대한 

피해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제공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

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게 되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립하고 있

지만 실질적으로 이 방침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

정보취급방침을 마련할 때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든 취급방침이 법의 취지와 

일치하는지, 법 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사실상 그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나아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법규정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심지

어 이용자가 당해 취급방침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많은 

내용으로 당해 취급방침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의 문

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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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 경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정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정책이 단순히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

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어떤 형태로 수집을 하고 이용을 

하든지 일단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항목

이나 이용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 

3. 본 연구에서의 검토내용 및 범위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수집 및 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급방침의 시각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규정의 의도와 목

적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개

인정보 취급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의 규정내용을 분석

하고, 유사한 심사제도에 대해 조사 및 검토함으로서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

초조사를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제도에 대한 논란이 어떤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실

태를 파악하였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분쟁조정 

현황과 변화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포털, 게임, 통신사이

트 등 100개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

제점 등을 분석하고 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도

출하였다.

또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심사제도로서 EU의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사전심사제도, 영국 ICO의 개인정보보호 감사제도 그리고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고 유사한 심사제도로서 국내외 심사제도를 검토하였

다. 여기에서는 EU의 약관심사제도를 비롯하여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약관심사제도와 국내의 약관심사제도 및 방송심의제도, 게임물등급심의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 취급방침

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입법

례와 선행연구 등을 검토한 후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기준의 방향성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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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항목에 대해 형식적준수 뿐

만 아니라 실질적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은 간단하지만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실질적심사와 형식적심

사를 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된다. 약관심사지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불공정약관인지 여부에 대한 단 한가지만을 판단하고 있고, 방송심의규정

은 방송의 일반원칙(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

기법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포

함해서 OECD의 개인정보보호 8대 원칙, EU 개인정보보호지침상의 보호원칙,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기본원칙, 미국 Safe Harbor의 개인정보보호 7원칙 및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원칙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방향성으로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

의 기본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수집제한의 원칙/최소수집의 원칙(제23조)

  - 동의의 원칙(법 제22조)/ 이용제한의 원칙(법 제23조의2, 제24조)

  - 통지의 원칙(법 제27조의3, 제30조의2)

  - 안전보호의 원칙(법 제28조, 제45조,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4, 제49조, 제63조) 

  - 파기의 원칙(법 제29조)

  - 이용자이익의 원칙(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 책임의 원칙(법 제32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기준은 위의 심사원칙을 어떻게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

급방침이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방향성의 두 번째로서 정보통

신망법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항목인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해 형식적

인 면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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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

개) 

① ~ ③ (생  략)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

개 및 심사 등)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호의 자는 개인정보 취급방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

방침에 포함한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또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법령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현행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과 공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절한지 또는 빼거나 추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3가지 사

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심사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정비해야 할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마련

하였다.

셋째, 심사기관과 심사절차 및 심사 후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수립

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심사실시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표와 심사체크리스트를 마련하

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연구결과 - 법령 정비 방안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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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

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10번 항목 신설>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

개 및 심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개인정보의 안전보호조치에 관한 사

항

 9. 개인정보의 이용 및 누출 등의 통

현행 개정(안)

<④~⑦ 신설>

침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에 관한 심사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청구할 수 있

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단체

 2. 이용자 또는 소비자 관련 기관이

나 단체

 3.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에 대

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심사의 필요에 따라 

사전에 심사계획을 마련하고 심

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

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내용과 

절차 및 심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표준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

다.

2)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추가할 사항에 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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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③ (생  략)

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손

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현행 개정(안)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 ② (생  략)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1. ~ 6. (생  략) 

<6의1 항목신설>

 7. ~ 21. (생  략)

④ ~ ⑦ (생  략)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 ② (생  략)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1. ~ 6. (생  략) 

 6의1.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 심

사위원의 운영, 심사마크의 부여 

등 심사제도 운영

 7. ~ 21. (생  략)

④ ~ ⑦ (생  략)

현행 개정(안)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  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  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

3) 심사기관의 선정 및 심시기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근거규정 

심사기관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를 심사기관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심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방송

통신위원회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범위 신설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가.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범위 신설(안)

나.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를 위한 자료조사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 

개정(안)



- vii -

현행 개정(안)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

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

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

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생  략)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

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

한 법 제27조의2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

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생  략)

현행 개정(안)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④의2 신설>

⑤ ~ ⑪ (생  략)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④의2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

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개

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후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정권고를 한 이후에 전4항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

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

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4) 심사결과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치(안)

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나. 시정권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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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현행 2의2를 2의3으로 변경 및

2의2 항목 신설> 

 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

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 12. (생  략) 

② ~ ⑦ (생  략)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2의2 제2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64조 제4항의2

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

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 12. (생  략) 

② ~ ⑦ (생  략)

현행 개정(안)

<조문 신설>

제14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

사) 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법 제27조의2 제2항에 열거된 사항

을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와 

개별항목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

별규정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심사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서 정한 전문가가 1인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

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2. 개인정보분야의 전문가

 3.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이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

원은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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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

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

원은 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대상이 

선정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한 심사실시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한다.

 1. 심사대상 선정기준

 2. 심사일정 및 심사서류 제출기일

 3. 심사를 위한 준비서류 목록

 4.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통보일

⑤ 심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

준과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Ⅰ.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의 기본원칙

Ⅱ. 공통사항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방법

2. 필수표시사항(법 제27조의2 제2항) 포함여부

3. 변경사항(법 제27조의2 제3항)

4.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동의

(3)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고시(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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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기준

1. 일반원칙

(1) 최소수집의 원칙

(2) 이용제한의 원칙

(3) 안전보호의 원칙

(4) 통지의 원칙

(5) 파기의 원칙

(6) 이용자이익의 원칙

(7) 책임의 원칙

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별항목 심사기준 

(1) 적용기준

(2) 심사기준

Ⅳ. 심사절차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사전심사

2. 공개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심사

4.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견진술

6. 이의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수정

7. 표시마크의 사용

(4)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심사위원회

제3조 심사위원의 업무

제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조 심사회의

제5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제6조 심사의견 및 개선의견

제6조 수당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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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완료 표시마크 사용 게시/사후관리

방통
위 

업무
처리
흐름

최종 심사의견서 제출 벌칙(시정명령
불이행시)

← ← ←

↑ ↑ ↑ ↑

4차
회의

수정후 
재심사

웹사이트 
공개불가

시정권고
/명령의

견

→ 시정권고
(시정권고→시

정명령)
← ← ←

→ → → →

심사
위원
회 

심사
업무
흐름

↑ ↑ ↑ ↑ ↑

심사기관
(인터넷
진흥원)

업무처리
흐름

취급방침 
수정(사업자)

개선의견
불이행

수정/불이
행 확인

↑ ↑ ↑ ↑
3차
회의 심사의견 & 개선의견마련 의견서

통지

↑ ↑

의견
진술

↑ ↑
↑ ↑

2차
회의

추가자료
요청 현장조사 공문발송/의견진

술절차/현장동행

↑ ↑ ↑ ↑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 증빙자료

↑ ↑ 심 사 개 시 ↑ ↑ ↑

1차
회의 심사회의 심사자료작성

↑ ↑ ↑ ↑ ↑

1주
이내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청구접수 

통지←
↑ ↑ ↑ ↑

인터넷진흥원 심사착수
→ → ↑
→ →

↑ ↑
방통위/인터넷진흥원에 
심사청구/심사계획 마련

(5)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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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 도입필요성

제 1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관

Ⅰ. 서  론

 

개인정보 취급방침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을 정하고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다. 취급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사

업자가 정하지만 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웹사이트의 공개방법 및 

운영방법은 본 조항과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2월 9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로 전부개정 되었던 당시 개정법률 제

16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제3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

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

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후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법에서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개인정보취급

방침의 공개에 관한 조문을 삽입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제3

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등 취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이용자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지정하여 지정된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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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또한 동법 제27조의2 제1항은 개인정

보 취급방침 제도의 시행목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금까지 온라인사업자가 실제 취급방침을 마련하여 웹사

이트상에 게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정목적에 맞게 이용자가 위탁업무의 내

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든지 또한 지정된 목적 외에 이용이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잘 운용되고 있지는 못하였다. 왜냐하

면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내용이 많고 복

잡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이용 내지 제3자 제공범위를 임의로 정해 게시한다 하더라도 이

를 제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

였다. 
또한 법에서는 취급방침의 내용에 포함될 기준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

업자가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세부내용이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 

오・남용의 소지가 다분하였다. 특히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포괄적으

로 명시하더라도 일단 법 규정 자체는 준수하였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

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제3자 제공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

았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제도는 필요한 것인가. 만일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기준 내지 관리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

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영업적 환경에 맞도록 적용하거나 운용하기 위한 기

본원칙을 수립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이용자입장에서는 법에 아무리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자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

하고 이용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

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남용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면 제도를 운영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기 위한 방법을 찾을 필

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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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자가 정한 개

인정보 취급방침이 본래의 법규정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하고 개인정

보의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분석하여 사업자에게는 적용가능한 개인정

보 취급방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전체 다 읽고 이해하지 않아도 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취급방

침의 경우에 신뢰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약관과 약관심사제도는 개인정보 취급방

침의 심사제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약관은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유사하게 사업자가 미리 정한 계약내용으로서 그 명칭이나 형태 또

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

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많아 이 법은 이러한 약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

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마련한 약관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

어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 개별약정의 우선원칙, 객관적해석의 원칙(평등

해석의 원칙 또는 통일적해석의 원칙),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작성자위험부담

의 원칙) 및 축소해석의 원칙이 그것이다. 그리고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

약내용 중 일부에 대해 무효로 되는 특칙을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나 한국

소비자원 그리고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

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경우도 미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취급방침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관의 마련과 

유사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또는 이용자와의 사이에 개인정보침

해로 인한 분쟁발생시 이 취급방침의 내용이 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

단할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 사업자가 사전에 자신이 만든 취급방침의 내용이 

법 규정에 맞게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이 법에서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다 더 강

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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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요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의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의 목적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제공한다 하

더라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알게 함으로서 이용

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당해 웹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1) 
이는 나아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부 방침을 정해 공개토록 함으로서 자

율규제의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최초 수집단계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

해서 뿐만 아니라 수집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이용 또는 제공되는지 그리고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스스로 

보호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하

고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의 범위

온라인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

방침에 포함)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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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
호).

따라서 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거래에서 서비스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집에 대해서도 해당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도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또한 웹사이트상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수집이나 제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 등도 모두 

취급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아가 서비스의 이용과정이나 사업자에 의한 처

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서비스 이용기록이나 결재기

록 등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수집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방법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웹사이트상에서의 수집뿐만 아니라 서면으

로 수집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수집도 모두 해당된다.

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엄격

한 관리가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다. 온라인사업자는 이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

명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그리고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공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제공은 다른 사업자,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 영업양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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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는 자

기결정권이 있다.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가 상업적인 거래대상이 되

면서 더 중요시해지기 시작했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의 결정권자가 여전히 자신

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2) 즉,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게 할지에 대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3).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까지 사업자에게 보유되고 

이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

보를 파기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 및 이용기간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

면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

았다 하더라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보유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는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그리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과 일정기간(3년)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파기에 필요한 절차와 

파기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라.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온라인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을 받

은 수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즉,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정보통신망법 제25조).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장규원・원현석,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2011, 
112면.

3) 헌재 2005.5.26. 선고 99헌마513 ; 허순철,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
연구 제10권 제2호, 2011, 169-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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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따라서 위탁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되어야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절차를 거

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마.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은 이용자에 

대해 대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

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

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한 현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따라서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용자의 권리와 동의를 철회

하는 경우 철회절차, 개인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표시하여야 한

다. 마찬가지로 열람 또는 제공 및 정정요청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도 표시하

여야 한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권리로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의 내용과 범위 등

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

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도 그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수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거부

할 수 있다는 것과 거부에 필요한 절차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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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

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책임자

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따라서 온라인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를 개인

정보 취급방침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의 방법

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 공개방법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

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

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
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

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

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유와 내용도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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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

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나. (고시)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제3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4호)는 제3
조에서 전자적 표시의 적용방법으로 “웹서버의 루트 디렉터리에 ‘w3c’라는 하위 

디렉터리를 만들어 아래의 내용으로 파일명이 p3p.xml인 ‘참조파일’을 작성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과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

자적 표시를 함에 있어 사업자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META xmlns="http://www.w3c.org/2002/01/p3pv1">

<POLICY-REFERENCES>

<POLICY-REF about=“웹 사이트 주소/w3c/전자적 표시 파일
명.xml#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

  <INCLUDE>/*</INCLUDE>

</POLICY-REF>

</POLICY-REFERENCES>

</META>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 및 ‘참조파일’은 'UTF-8' 인코딩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

자적 표시 파일명은 영문 및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되 반드시 영문으로 시작되

어야 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은 전자적 표시 파일 내의 ‘Policy name’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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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벌칙 조항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금액의 적용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위반횟수별로 구분하여 1회 600만원, 2
회 1,200만원, 3회 2,000만원이 부과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9 과태료 부

과기준). 

제 2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제도 운영 및 분쟁현황

Ⅰ. 개인정보 취급방침 운영과 문제점

1.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이동통신서비스업(3개), 신용카드업(10개), 생
명보험(5개), 화재보험(5개), 온라인자동차보험(5개), 온라인쇼핑몰(10개), 오픈마

켓(3개), 여행업(10개), 케이블·위성방송업(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약관처럼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복사, 인쇄, 교부가 가능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초기화면 미배치(1개 업체)’, ‘복사안됨(2개 

업체)’, ‘인쇄안됨(3개 업체)’로 나타났다고 한다.4)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사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①본인여

부 확인용 ②대금결제용 ③상품배송용 ④연락용 ⑤효율적 마케팅을 위한 용도

로 수집·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본인여부 확인, 연락, 배송을 위한 정보는 모든 업체가 수집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60업체 중 21.7%가 부가적 개인정보를 소비자에게 혜택

추가 등을 내세워 수집하고 있었으며 주로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등 다른 기업

들과 제휴마케팅을 전개하는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5)

특히 소비자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나 

약관을 얼마나 읽어 보는지 질문한 결과 49.1%는 읽지 않으며, 48.8%는 중요한 

4) 이기헌·서의진, 개인정보 수집제공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2011, 12면.

5) 앞의 보고서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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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읽어보고 2.1%는 모든 내용을 읽어 본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6)

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의 적정성 논란

2011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두 

명이 애플사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추적, 저장하여 임의로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곧 사생활의 중대한 침해로 논란이 일기 시

작했으며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미 의회의 첫 청문회가 같은해 

5월 10일에 열리기까지 하였다. 이 청문회에서 미 상원 법사위 사생활 기술법소

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구글의 경영진을 불러 이들이 만든 스마트폰이 고객의 

위치정보와 다른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추궁했다.7) 이에 대해 애플사

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Privacy Policy)'에 명시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구글의 경우에도 공식발표를 통해 

사용자 동의를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지만 사용자 식별은 불가능하다고 밝

혔다.8)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와 수많은 손해배상소송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 첫 제재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코

리아는 과태료 300만원과 구글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애플의 자사 전략의 근거로 삼고 있

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각 행위가 법을 위

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별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온라인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벌어지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였고 이

용자로부터 동의 받았다는 것을 주장한다.9) 
뿐만 아니라 구글은 지난 2월 자사 60여개 서비스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

하는 새 개인정보 정책을 발표하였고 ‘빅브라더’문제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

에 따라 방통위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러10) 결국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미흡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개

6) 앞의 보고서 25면.
7) 머니투데이 2011년 5월 11일자 “애플·구글, ‘위치정보 수집’ 첫 청문회”.
8) 전자신문 2011년 4월 25일자 “모바일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 확산”.
9) 임경진・공영일, 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 따른 프라이버시 논쟁, 방송통신정책, 

제22권 13호, 2010.7, 69면이하 ; 이은민, 애플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논란 관련 동향, 
방송통신정책 제23권 제12호, 2011.7, 1면 이하.

10) 뉴스토마토 2012년 2월 10일자 “구글 개인정보 통합 ‘빅브라더’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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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11) 
이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3월 1일자로 변경되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다시 4월 16일자로 변경하였다. 방통위의 권고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권고내용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이었으며 이에 대해 구

글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 ▲누락된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7개중 4개 누락)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

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명기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선택권 방안 추가제공 등에 대해 보완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

였다. 
그러나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구글이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처음 

문제가 되었던 ‘개인정보통합관리’는 변경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12) 방통위에서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통합관리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기 때

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계 각국의 동향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

로운 법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13)

또한 최근 휴대폰 제조사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센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상 휴대전화 번

호, 단말기 모델 등의 기본 정보 외에도 IP정보, 쿠키, 접속로그(웹사이트 이용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센터의 경우 휴대폰의 운

영체제(OS) 버전, 개인정보 일련번호(IMEI), 브라우저, 해상도 등 더 많은 정보

를 요구하고 있다.14) 
나아가 2010년 SK커뮤니케이션즈는 보안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

정하고자 했지만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로 이를 철회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를 위해 기존 개인정보 

수집항목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불량이용 

기록’에 ‘MAC 주소, 컴퓨터 이름’을 추가하고자 했다. MAC 주소란 컴퓨터, 스
마트폰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전자기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11) 전자신문 2012년 2월 28일자 “구글 새 개인정보 정책 발표 - 방통위는 권고, 구글은 
개인정보 자기 통제 강화”.

12) 이민영, 구글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의 법적 쟁점,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2호, 2012, 18면이하.

13) 디지털데일리 2012년 4월 5일자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보완책 내놨지만... 문제점
은 ‘여전’”.

14) 뉴스토마토 2012년 8월 1일자 “휴대폰 서비스센터,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잠재적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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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동적인 IP주소와 달리 MAC 주소가 

수집되면 사용자의 위치 및 인터넷 사용내역까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심지어 

이 회사는 개정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더욱 논란이 가세되었다.15)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스카이프를 인수한 뒤 일부 아키텍처를 수

정하면서 스카이프의 음성통화 내용이 이전보다 훨씬 도청하기 쉬워졌다고 지

적되고 있다. 이는 스카이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스카이프가 얼마나 오랫동

안 당신의 데이터를 보관하는가?’라는 항목에서 비롯되었다.16) 다른 예로 스마

트폰용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도 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이

메일 주소를 수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

용을 거부한다고 밝힌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카카오톡의 알림 메시지에 개인정보 추가 수집 목록과 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것, 기업과 제휴를 맺고 ‘플러스친구’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정보통

신망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17) 
더 나아가 KT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자사 고객에게 출마후보자의 정보를 

대량 문자메시지 서비스(KT 마스트샷)로 보낸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KT
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재산, 선거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

어 있고 이에 대한 고객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응하였

다.18)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를 보낸 것은 법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10억원과 함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

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개인정보 취급방침 관련한 논란들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에 대한 논란으로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안이 개별 규정을 위반했

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것에 다다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문점이 생겨나게 된다. 즉,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온

라인사업자가 면책될 수 있는가. 아니면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관계없이 법규정

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취급방침

에 대한 적정한 해석 내지 심사기준 또는 심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

을 도출한다.

15) 디지털데일리 2010년 7월 27일자 “‘MAC주소 수집 안할 것’... 네이트, 개인정보취급 
방침 개정 철회”.

16) ZDNet Korea 2012년 7월 26일자 “MA가 당신의 스카이프를 엿듣는다?”.
17) ZDNet Korea 2011년 10월 28일자 “카카오톡 개인정보수집, 법 위반...논란”.
18) 머니투데이 2010년 6월 25일 “KT, 선거 고객정보 활용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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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분쟁조정 현황

1. 접수 및 유형별 현황

2011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현황은 

122,215건으로 2010년도 54,832건에서 123%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민원인에

게 이용자의 권리, 법령, 유관기관 안내 등 정보제공으로 종료한 건이 119,659건
이었으며, 민원의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 등 사실 조사 절

차를 거쳐 처리한 민원은 2,556건 그리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된 분쟁조정은 126건이었다.19)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67,0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가 

38,172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피해가 

10,958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623건,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

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499건, 동의철회・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

야 할 조치 미이행 800건,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662건, 수집 또

는 제공받은 목적 당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488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379
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27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는 2011년도에 비해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이 10,137건으로 그 다음으로 기록되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 민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도 접수된 민원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과 

관련한 민원건수가 2010년도에 비해 500%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항목은 2010년 146건에서 2011
년 379건으로 160%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여전히 사업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는데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의 요구 

등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개인정보의 관리 미비로 인한 주민번호 등 누출사고 발생으로 

인한 스팸수신,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우려한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신중해 졌기 때문이라는 평가이다.20)

1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1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2012.3, 22면.
20) 위의 보고서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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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해  유  형 2008 2009 2010 2011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9 8 12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3 1 1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6 41 125 19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5 3 4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12 22 27 76

침  해  유  형 2008 2009 2010 2011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129 1,075 1,267 1,623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6 15 75 5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87 115 146 379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037 1,171 1,202 1,499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125 158 158 278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6 6 25 36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9 6 22 6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26 10 21 38

기술적・관리적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 1,321 819 1,551 10,958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294 294 323 488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949 680 826 662

동의철회・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
치 미이행

503 603 630 800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7 19 35 71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0,148 6,303 10,137 67,094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신용
정보침해 등) 24,144 23,893 38,414 38,172

합    계 39,811 35,167 54,832 122,215

2. 분쟁조정 현황

2011년도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26건이

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조정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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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해  유  형 2008 2009 2010 2011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
파기

13 9 9 5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2 16 6 2

동의철회・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
이행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영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일반 126 22 9 4

기타(개인정보취급방침 수정요청 등) 11 1 3

합    계 172 145 191 126

3. 2011년도 분쟁조정의 구체적 사례

가. 분쟁조정

(1)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에 활용한 결혼중개업체

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에 활용한 이벤트 대행업

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M행위를 하는 온라인 교육사업자

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TM을 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

한 제도개선 요구

(마)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온라인 광고대행업

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2)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의 배송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나) 인력알선업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다) 이용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온라인 앨범 제작업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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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배상 요구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 퍼미션콜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나)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에 대

한 손해배상 요구

(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한 온라인쇼핑몰

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나)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목적에 활용한 온라인서비스사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가)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손해배

상 요구

(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휴대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검색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라)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

상 요구

(마) 병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



- 18 -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바)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

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주소에 노출한 자동차업

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아) 고객정보시스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오입력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6) 개인정보 취급・위탁

- TM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TM전화를 실시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

상 요구

(7) 기타사례

(가)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준용사업자(석유정제업)에 대한 손

해배상 요구

(나) 민원접수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프랜차이즈사업

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다) 탈퇴 회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

상 요구

나. 조정전 합의

(1)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개인정보 삭제요청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이용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TM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 온라인 음원제공 업체의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8)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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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분쟁조정

(1) 민원게시판에 개인정보파일을 노출시킨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

배상 요구

(2)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Ⅲ.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내용 분석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사례를 보면 크게 첫째, 이
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둘째, 관리소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미

비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의 내용은 개인정보를 수

집하고 이용・제3자 제공을 함에 있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 원칙이

고 이러한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의 수집한 개인정보의 관리소홀 내지 기술

적・관리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에 활용한 결혼중개업체, 
이벤트 대행업체, 온라인교육사업자,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온라인 광고대행업

체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한 사례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서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준용사업자 포함)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토록 조정하였다.

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인

터넷 쇼핑몰 판매자의 배송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 인력알선업체의 목적 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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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행위, 이용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온라인 앨범 제작업체

의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의 요구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

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토록 조정하였다.

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로 퍼미션콜 

과정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3자의 이용목적’ 및 ‘제
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으며 동의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

록 조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것에 따라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용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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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결합상품 무단 가입, 휴대전화번

호 변경, 인터넷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주소에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와 고객정보시스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하였다.

다. 개인정보 취급・위탁

TM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TM전화를 실시한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하였다.

3. 개인정보 취급방침 관련사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동

의를 요구하는 형태

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을 포괄적이거나 모호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

으로 제공하는 형태

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에 표시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형태

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형태

마.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동의가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형태

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불리한 형태

위의 사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가 있다. 
첫째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법규정의 목적 내지 의도에 적절하지 않

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해석

에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

보 취급방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

능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이용자가 온라인사업자와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단

계이므로 비록 이 취급방침에 대해 이용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개인

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작성된 내용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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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례

이 외에도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준용사업자(석유정제업), 
민원접수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프랜차이즈사업자, 탈
퇴 회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보험회사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소홀에 관한 사례도 있었는데 민원게시판에 

개인정보파일을 노출시킨 공공기관 및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공공기

관에 대한 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한 사례이다. 분쟁사례

는 앞서 검토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제 3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실태조사 분석 및 심사제도 

도입필요성

Ⅰ. 실태조사 개요

1. 개인정보 취급방침 실태조사의 목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현재 온라인사업자가 작성하

여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서 심사기준의 적절한 범위와 적용가능성을 파

악하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심사

기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태조사항목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

는지 여부

나. 각 항목의 운영실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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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10개)

한게임, 피망, 넥슨, 넷마블, 플레이엔씨, 엔게임, 게임트리, 게임엔
젤, 게임클럽, 조이시티

포털분야
(10개)

네이버, 다음, 구글, 야후, 네이트, 조인스MSN, zum, 파란, 드림위즈, 
천리안

쇼 핑 몰
(10개)

종합쇼핑몰(롯데닷컴, GS SHOP, CJmall, 현대Hmall), 오픈마켓(G마
켓, 옥션, 11번가), 소셜커머스(쿠팡), 예약(인터파크), 여행(하나투어)

금융분야
(10개)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증권(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보험(삼성화재, 대한생명), 할부금융/캐피탈(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대출(알프스론, 웰컴론)

S  N  S 
(5개)

싸이월드,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인터레스트미, 세이클럽

통신분야 기간통신사업((주)케이티, SK텔레콤(주), (주)LG유플러스, SK브로드밴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받는 자의 성명, 제공 받는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유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유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변경일자 표시(유무)
- 이전 개인정보 열람가능(유무)
- 그 외의 항목

- 고지사항

-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3. 개인정보 취급방침 실태조사 대상

가. 조사갯수 : 11개 분야 100개 웹사이트

나. 조사대상 선정기준21) : 인터넷순위사이트(랭키닷컴)의 카테고리 및 상위순위 

위주

        

다. 조사대상

21) 1개의 기업이 두 개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하나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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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드(주)), 호스팅사업(카페24, 고도호스팅, 닷홈, 블루웹), 인터넷서비
스(네임체크, 네오위즈)

디지털콘텐츠
(10개)

컨텐츠포털(Olleh 존, 피디팝, 빅파일), P2P_콘텐츠공유(위디스크, 쉐
어박스, 파일놀이), 웹스토리지(웹하드, 4shared, 유플러스박스)

엔터테인먼트(1
5개)

동영상/비디오(Youtube, 아프리카TV, 판도라TV, 곰TV), 극장(CGV, 
롯데시네카, 메가박스, 프리머스 시네마), 인터넷만화방(미스터블루, 
인터넷만화방, 만화365, 루달스), 음악(멜론, 엠넷, 벅스)

비즈니스/경제
(5개)

종합구인/구직(잡코리아, 사람인), 아르바이트(알바몬), 전문구인/구직
(게임잡, 디자이너잡)

온라인교육
(10개)

시험/자격증교육(에듀윌, 웅진패스원), 수능/대학입시(EBSi, 메가스터
디), 어린이/유아교숙(지니키즈, 깨비키즈), 대입정보/가이드(진학사, 
유웨이닷컴), 초등교육(푸르넷아이스쿨, 맘스쿨)

모바일 오픈
마켓(5개)

SKTT스토어, KT올레마켓, LG U+마켓, 애플입스토어, 구글플레이

4. 실태조사표

조사대상 웹사이트 명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3.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유무

6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
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유무

7.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8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유무

9 변경일자 표시 유무

10 이전 개인정보열람가능 유무

11 그 외의 항목

12 고지사항

13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개인정보 취급방침 실태조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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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태분석

1. 항목별 비교

가. 수집, 이용 목적의 비교

수집, 이용목적 있음 수집, 이용 목적 없음 

게임분야 10개 0개

포털분야 8개 1개(구글)

쇼핑몰 10개 0개

금융분야 10개 0개

SNS 5개 0개

통신분야 10개 0개

디지털콘텐츠 7개 0개

엔터테인먼트 10개 0개

비즈니스/경제 5개 0개

온라인교육 10개 0개

모바일오픈마켓 4개 1개(구글플레이)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숫자 비교(필수항목)

전체 평균

게임분야 84개 8.4개

포털분야 59개 5.9개

쇼핑몰 84개 8.4개

금융분야 92개 9.2개

SNS 34개 6.8개

통신분야 64개 6.4개

디지털콘텐츠 30개 6.0개

엔터테인먼트 104개 10.4개

비즈니스/경제 49개 9.8개

온라인교육 92개 9.2개

모바일오픈마켓 27개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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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자 제공여부

제공하고 있음 제공하지 않음

게임분야 4개 6개

포털분야 1개22) 9개

쇼핑몰 6개 4개

금융분야 6개23) 4개

SNS 2개 3개

통신분야 5개24) 5개

디지털콘텐츠 7개 3개

엔터테인먼트 4개 6개

비즈니스/경제 3개 2개25)

온라인교육 6개 6개

모바일오픈마켓 4개 1개

라.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하고 있음 위탁하지 않음

게임분야 9개 1개

포털분야 5개 5개

쇼핑몰 10개 10개

금융분야 8개26) 2개

SNS 3개 2개

통신분야 8개 2개

디지털콘텐츠 8개 2개

엔터테인먼트 6개 4개

비즈니스/경제 5개 5개

온라인교육 8개 2개

모바일오픈마켓 3개 2개

22) 네이버만 제3자 제공에 대해 표시하고 있으며 네이버온라인게임 58개 연계서비스 9개
에 제공하고 있음.

23) 삼성화재는 제휴사에 제공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제휴사의 명시는 없음.
24) 네오위즈는 (주)네오위즈 그룹사가 공유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음.
25) 잡코리아는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문구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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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평가

가. 실태분석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개인정보 실태를 먼저 파악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표준약관의 경우 영업형태별로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체결하는 계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환경에 맞는 

개별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경우에도 영업형

태별로 기준이 되는 약관의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형태로 접근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번 실태조사에는 있었다. 다만 

여기에서의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

반적인 실태조사기법과 실태조사결과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특히 실태조사

의 기본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가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는지의 시각

을 가지고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항목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을 보면 100개 사이트에서 총 719개(평균 7.2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최소수집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게임분야

에서 넥슨은 17개, 게임클럽, 조이시티는 11개의 개인정보를 쇼핑몰에서는 인터

파크가 11개, 롯데닷컴은 10개, 금융분야에서는 아주캐피탈 18개, 알프스론 15
개, 현대캐피탈 11개, 통신분야에서는 고도호스팅이 11개, 네오위즈 11개, 엔터

테인먼트에서는 인터넷만화방이 11개, 메가박스 10개, 비즈니스분야에서는 게임

잡이 12개, 잡코리아가 11개, 알바몬이 10개, 온라인교육에서는 메가스터니가 13
개, 웅진패스원과 진학사가 11개, EBSi가 10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10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지어 17
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넥슨은 영문이름, 성별, 학교, 자기소개, PC사양

정보 등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까지도 수집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도 조사대상 100개중 절반가량이 제

26) 우리은행, 동양증권은 외부위탁하는 것으로 표시하지만 개별업체의 표시는 없고, 현대
캐피탈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표시하고 있을 뿐 수탁기관에 대한 표시는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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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제공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포털분야 네이버의 경우 총 67곳
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분야 KT의 경우 70개의 

제3자에게 LG의 경우 대략 110개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표시하고 

있다. 특히 LG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해 BC카드 등 14개사(자세히보

기), 신한은행등 41개사(자세히보기)와 같이 일괄해서 그룹별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만일 이용자가 41개의 금융기관중 5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이용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급위탁의 경우도 제3자 제공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신사들의 취급

위탁에 대한 사항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취급위탁의 내용도 예컨

대 “KT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서비스(일반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인터넷TV,결합

상품,이동전화,WiBRO,기타 상품, 부가서비스 및 각종 신상품 등) 또는 KT의 서

비스가 KT그룹사/협력사/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전기통신·방송·IT(솔루션)·
교육·금융(은행/카드/보험/증권/부동산 등)·부가·기타(쇼핑/예술/건강/여행/생활/스포

츠/자동차 등)]와 제휴·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요금할인제도의 소개·추천·가
입의사확인·신청접수, 고객리텐션, 제휴사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수취, 기타 고

객혜택 이벤트정보 안내 등의 마케팅활동 및 고객관리”라고 하는 표시로서 이

용제한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다른 사항도 거의 비슷하다.
이외에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유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표시하고 

있었다. 취급방침의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앞의 수집항목과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관한 사항이 가장 법규정의 의도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항목으

로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하는 문제만을 제기해 왔던 것

처럼 여기에서도 문제제기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심사제도는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의 실태조사사항은 개인정보 취급

방침 심사지침 각 항목의 근거에 예시로 나타냄으로서 심사기준의 적절성의 근

거를 삼고자 한다.

나. 업종별 표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필요한지 여부

약관규제법에 따라 표준약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관심사제도

와 유사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를 함에 있어 사업자로 하여금 표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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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업종별 표준 개인

정보 취급방침」을 마련하는 것은 당해 분야에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로 하여금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 업종별 다양한 표준약관은 당해 업종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를 이해

하고 해당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도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의 의무임과 동시에 한단계 더 나아가 마련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정보통

신망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심사후의 조치사항을 마련하

고자 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개별업종의 거래환경이 심사시에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종별 표준을 마련하는 경우의 유용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업종별 표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마련은 전제가 업종별 특성이 개인정보 취

급방침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

인정보 취급방침의 실태조사는 이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먼저 표준약관의 운영실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제정한 표준약관은 약 30여개가 되며 이 중에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

버몰) 표준약관」과 「전자금거래약관」 및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비교하

여 보면 그 각각의 특성별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표준약관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이용자 주문과 

주문확인(수신확인)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여 비대면거래에서의 거래성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와 그에 대한 사항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에 비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동일하게 전자적 환

경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전자상거래표준약관과는 달리 거래상의 관계보

다는 금융거래이용에 대한 사항을 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계좌이체, 수수료, 신
고사항등 금융거래 특유의 상황에서 처리되는 사항을 정한다. 마찬가지로 상조

서비스표준약관은 전자거래와는 달리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서 상조관계에서의 당사자관계를 정하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조서비스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과 월납입금 및 선납할인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을 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 표준약관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각각의 업무영역별로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

문에 어떤 분야에서 거래관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당해 분야에서

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약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측면을 고려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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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

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

스(이하 “서비스”라 한

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

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
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______(이하 ‘회사’라 한

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

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

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

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

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

명 및 개정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제5조 서비스의 중단

제6조 회원가입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

실 등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9조 구매신청

제10조 계약의 성립

제11조 지급방법

제12조 수신확인통지·구

매신청 및 취소

제13조 재화등의 공급

제14조 환급

제15조 청약철회 등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17조 개인정보보호

제18조 “몰”의 의무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

번호에 대한 의무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제21조 연결 몰과 피연결

몰간의 관계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제4조 거래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시간

제6조 계좌이체 한도

제7조 비밀번호 등록

제8조 거래의 성립

제9조 거래지시의 처리기

준

제10조 거래의 제한

제11조 거래의 완료

제12조 수수료

제13조 거래지시의 취소·

변경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15조 거래계약의 해지

제16조 거래내용의 확인

제17조 오류의 처리

제18조 거래내용 녹음

제19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제20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제21조 통지방법 및 효력

제22조 접근수단의 관리

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제24조 약관의 변경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제2조 회원의 가입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제4조 철회권의 행사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

부의무

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

당 할인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제8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제9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제10조 상소서비스의 이용

제11조 단체계약과 상조서

비스

제12조 상조서비스의 제공

지역

제13조 상소서비스의 내용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

약환급금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

제17조 금융정보제공동의

서의 요청 및 제공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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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이용제한

제23조 분쟁해결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제27조 이의제기

제28조 준거법

네이버 넥슨 LG유플러스

1.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 및 수집방법

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3.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4.개인정보의 취급위탁

5.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요

기간

6.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

법

7.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

한 사항

9.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

적 보호대책

10.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12.고지의무

1.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 및 수집방법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7.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8.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9.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

적 보호대책

11.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

비스

12.링크사이트

1.총칙

2.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3.개인정보의 수집방법

4.개인정보의 자동수집장치

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방법

5.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

자제공

6.개인정보의 취급위탁

7.개인정보의 이용·보관 

기간

8.개인정보의 파기

9.고객의 권리와 그 행사방

법

10.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11.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

술적·관리적 대책

12.홈페이지의 링크사이트

13.홈페이지의 게시물

이에 비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업종별 운영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분야별로 대표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게임사이트 넥슨 그리고 통신사이트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

는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즉, 표준약관처럼 개별 서비스영역별

로 특유한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

다. 그런 점에서 표준약관과 같이 업종별로 별도의 표준이 되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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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넥슨 LG유플러스

13.기타 14.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15.개인정보관리책임자

16.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17.광고성 정보 전송

18.고지의 의무

19.개인정보의 국외이전

20.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

자적표시

21.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민간기업/단체용]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공기관용]개인정보 
처리방침

[소상공인용]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가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

별 작성방법 및 예시

1.제목

2.서문

3.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 유의사항

(동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

별 작성방법 및 예시 

(동일)

1.제목

2.서문

3.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 유의사항

(동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

별 작성방법 및 예시 

(동일)

□ 제목 및 작성취지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특히, 2011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예시로 

들고 있는 「[민간기업/단체용]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예시」, 「[소상공인용]개
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 「[공공기관용]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의 

내용에서도 그 내용은 대부분의 유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유사성은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항목을 표시하고 있느냐 이므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개별 업무특성상 또는 개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업종별 표준이 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일견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

보 취급방침은 지나치게 기업을 구속하는 것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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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단체용]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공기관용]개인정보 
처리방침

[소상공인용]개인정보 
처리방침

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7.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8.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9.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

수·처리하는 부서(임의 기

재사항)

13.권익침해 구제방법(임의 

기재사항)

1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7.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8.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9.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

항

1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

수·처리하는 부서(임의 기

재사항)

13.권익침해 구제방법(임의 

기재사항)

14.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관리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

경에 관한 사항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위탁

□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

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에 관한 사항

Ⅲ.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심사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온라인사업자가 웹사이트를 개

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로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사업자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일 온라인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 개별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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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규정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기 보다는 온

라인사업자가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던 점을 간과할 수 있다. 반면 이용자로서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내용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을 적절히 보완하면서 법규정의 목

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유용한 것인지 고려해 봐야 한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심사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취급방

침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방침 제도에 대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되도록 한다면 이와 관련한 분쟁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심사제도 도입의 방향 설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만든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의 운영은 다음

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달리 

논의가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각각의 웹사이트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에게 어떻게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뿐

만 아니라 약관규제법상의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별내용이 법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반영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규정은 하나 하나가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만든 취급방침의 내용은 실질적

인 사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취급방

침의 내용이 법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이를 

해석하는 기준 그리고 임의적인 취급방침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

들 필요가 있게 된다.
셋째,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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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무리 기준

이 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상 필요에 따라 작성한 개인정

보 취급방침이 법규정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판단하고 적절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해석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위와 같은 사항들이 적절히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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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

제 1 절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사전심사제도

Ⅰ.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EU 개인정보보호지침27)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수집, 처리시의 

의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회원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

보 수집 및 처리가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합목적적인 범위에서 합리

적으로 이루어 질 것.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것. 정보보유의 원래 목적에 입

각한 필요성이 소멸하는 경우 보유를 중지할 것.28)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와의 자발적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것과 같이 정보처리의 합

법성을 갖출 것.29)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의 접근권30)·정보처리에의 반대권31)을 

인정할 것 등이 그것이다.  
동 지침은 또한 각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감독기

구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32)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정보처리 이전에 

정보처리자의 신원,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 수집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자 등을 감독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33)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구체적 위험

을 제기할 우려(likely to present specific risks)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이전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34) 정보주체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 감독기

구나 법원에 구제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35) 나아가 지침은 EU시민의 개인정보

를 제3국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제3국이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

할 것을 요구한다.36)

27)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L 
281, 23.11.1995. 이하 EU지침이라 칭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25일 이 지
침의 개정안과 후술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의 개정안을 내어 놓았다. 

28) EU지침 제6조.
29) EU지침 제7조.
30) EU지침 제12조.
31) EU지침 제14조.
32) EU지침 제28조.
33) EU지침 제18조.
34) EU지침 제20조.
35) EU지침 제22조.
36) EU지침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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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는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EU기관이 솔선수

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EU기관의 개인정보보호규정37)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은 각 EU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두도록 하

고, 유럽연합차원의 독립감독기구로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을 설치하였다.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집행위원회가 추

천한 인명부 중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에 의해서 5년 임기로 임명

되며 연임할 수 있다. 2004년 1월 17일 최초로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과 부감

독관이 임명되었다.

Ⅱ.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사전심사제도 개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구체적 위험을 제기하는, 다음과 같이 예시되는 

유형의 정보처리는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이 그 목적과 범위를 사전 심사한

다.38) 
(1) 건강, 형사처벌,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처리

(2) 정보주체의 능력, 효율성, 행동과 관련한 개인적 평가를 위한 정보처리

(3) 공동체법 또는 회원국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수집 

처리된 정보의 상호 연계

(4) 정보주체의 권리 및 혜택을 박탈하는데 사용되는 정보처리

사전심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신고에 따라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이 행

하며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사전심사필요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유럽개인

정보보호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통상 신고접수 

후 2개월 내에 심사의견서를 통지한다. 당해 정보처리가 EU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심사의견

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정보처리의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전심사절차에 신고된 정보처리건에 대해서는 명부가 작

성되어 공중에 공개된다. 다만 안전보장과 관련된 조치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

다.

37) Regulation 45/20001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L 8, 
12.1.2001. 이하 EU규정이라 칭한다.

38) EU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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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관이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경우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39)

Ⅲ. 사전심사제도 운영의 현실

“사전심사”(prior checks)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뿐만 아니라 아직까

지 기존에 존재하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사후심사”(ex-post prior checks)가 상

당하다. 심사기간 2개월은 신고서의 정보부족으로 보정되는 기간에는 진행이 정

지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종종 4개월까지 연장된다.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사건처리 실적)

지난 수년간의 사건처리 통계를 보면 평균 매해 100여건 남직 신고

(notification)되어 이에 대해 의견(opinion)이 부여되며, 의견에 포함된 권고를 정

보처리자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종료(closed file)하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이 의견을 발한 몇몇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직장에서의 채용 전 신체검사, 채용 후 정기 건강검진, 병가 등과 관련한 

직원의 건강 정보 처리 (Case 2010-0071)
- 소비자보호협력시스템 (Case 2009-0019))

39) EU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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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상표심사결정의 품질관리시스템 (Case 2010-0869)
- 공동연구센터 접근통제를 위한 생체인식시스템 (Case 2010-0902)
- 출입국관리와 연관된 청소년에 대한 지문인식 시스템 (Case 2011-0209)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Case 2011-0016)
- 신축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직원의 직장 출퇴근 정보 (Case 2010-0427)

대부분의 경우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우려되는 몇 가지 권고조치를 이행

할 것을 조건으로 신고된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통상이다. 비슷한 신고의 경우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

처리자는 3개월 이내에 권고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유럽개인정

보보호감독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신고되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개별적 의견 부여

의 경험을 토대로 비슷한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별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40). 

제 2 절 영국 ICO의 개인정보보호감사 제도

Ⅰ.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골격을 같이 한다.41) 유
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에 대응하는 영국내의 조직은 정보책임관실(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이다. 다만, 영국의 정보책임관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포함한 정보자유를 신장할 책임을 함께 진

다. 정보책임관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권한과 책임은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과 기타 관련 특별법42)에 근거하며, 정보자유에 관해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2000)과 기타 특별법43)에 근거한다. 여
기에서는 전자에만 한정하여 논한다.

40) 성폭력사건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직원평가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비디오감시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였다.

41) 영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전반과 관련하여서는, Peter Carey, Data Protection: A 
Practical Guide to UK and EU Law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42)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 of 2003.
43)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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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의무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히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책임관실에 정보처리를 신고하고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신고가 면제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정보책임관실은 일정한 위험수위를 갖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

여 그 동의하에 개인정보보호 감사(audit)를 수행하거나, 중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요청에 의하여 방문하여 자문하거나, 학교와 같은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책임관실 업무의 주요부분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정보주체의 불만처리에 있으나44), 이하에서는 우리의 

주요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 감사제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핀다.45)

Ⅲ. ICO의 개인정보보호감사

정보책임관실은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보처

리자의 동의하에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EU의 사전심사제도와 맥

락을 같이 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변형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다.
정보책임관실은 개인정보보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식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검토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처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

조,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교육, 개인정보파일의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의 적절성 등을 폭넓게 감사 범위에 포함시킨다.46) 이를 

위하여 정보처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에 더하여 통상 2-3일 걸리는 현

장실사가 행해진다. 그 이후에 피감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감사보고서 

초안 및 최종 감사보고서가 작성된다. 물론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정보책임관실에 있다. 피감기관은 감사보고서 공개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피감기관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책임관실은 감사가 있었으

며 피감기관이 공개동의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 공고한다. 감사 이후에는 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피감사 정보처리자가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

한다. 

44) 2011/12기준 일 년에 2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보호 불만처리가 있다.
45)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Auditing data protection: a guide to ICO 

data protection audits, May 2012.
46) 별첨1 (영국 정보책임관실의 개인정보보호감사 영역과 관련 증거자료의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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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감사는 초기에는 일정한 위험을 제기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

여 정보책임관실이 주도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 그러

나 현재 실제 운용을 보면 정보책임관실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시

작47)에서부터 진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감기관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피감기

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보책임관실의 직원은 업무상 취

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감사비도 무료이다.48) 정보처리자의 자

발적 감사신청이 정보책임관실의 감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책임관실은 위

험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현재 운영상의 주안점은 규제보다는 개

인정보침해사고의 예방과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업계의 최선의 관행 정착 등에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 정보책임관실은 당해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보책임관실은 매년 30-40 여건의 개인정보보호감사를 수행한다. 90%의 피감

기관이 감사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의 1 정도의 감사가 민간 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무

리 무료라고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해도 아직 정보처리자들이 감

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9) 

제 3 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심사제도

Ⅰ. 미국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EU보다 느슨한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
공부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프라이버시법50)이 있지만 민간부문에는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법이 없고 문제 영역별로 특화된 프라이버시법51)을 가지고 있다. 
규제의 수준에 있어서도 EU 보다는 완화되어 있으며 공적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47)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a에 의거 강제감사를 시행할 관한을 갖는
다.

48) 신고비(notification fee) 징수에 대한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다.
49)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1/12: In the right space at the right time, July 2012, p. 29.
50) 1974 Privacy Act.
51) 예컨대,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Children’s Online Privacy Act 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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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수준의 고저와는 무관하게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차이

는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 Safe Harbor 프라이버시원칙

EU는 이와 같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체제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여52)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는 EU에 소재

하는 미국계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고객정보가 미국본사에 제공되지 못함으로서 

범세계적인 서비스체계를 운용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미국과 EU의 

당국간 협의를 거쳐 합의된 소위 ‘Safe Harbor 프라이버시 원칙’53)을 준수하는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EU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원칙의 준수를 약속하는 미국 정보처리자는 자발적 준수선언과 자체심사 

혹은 제3자 심사를 거쳐서 자신의 선언에 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유지

하여야 한다. 그 첫 단계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Safe Harbor 프라이버시 원칙’
에 부합하게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정보처리자는 매년 준수선언을 갱신하여야 

한다.54)

2. 약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미국 기업이 상기 Safe Harbor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EU기업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보를 이전하는 회사와 이전받는 회사 

간에 제3자, 즉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EU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을 발표하였다.55) 정보처리자간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와 외국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표준계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관련 당사자

가 EU 지침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52)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므로 성문법만 보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과소평가할 것은 아니나 
법문화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보건대 EU 보다는 보호의 수준이 낮다고 할 것이다. 미
국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설서로는 Solove & Schwartz, Information Privacy Law 
(Third Edition), Wolters Kluwer: Aspen Publishers, 2009 참조.

53) EU지침에 입각하여 정보주체에의 고지의무,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제3자 제
공시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장, 수집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일체성 확보, 효율적 
이행 및 피해자에의 충분한 구제절차 확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54) http://export.gov/safeharbor/index.asp 
55) Commission Decision of 5 February 2010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processors established in third countries 
under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notified under document C(2010)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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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TC의 프라이버시 감사제도 활용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운영의 실제

와 상이한 경우 기망적 행위로 보고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56) FTC
가 불제소 화해의 조건으로 개인정보 침해기업에게 종종 요구하는 것은 포괄적

인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할 것과 격년으로 제3전문기관을 통하여 20년간 감

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57)

일부 분야에서는 프라이버시 감사가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다. 예컨대 2009 
미국경제회복법58)은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가 소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보건후생

부 인권실(Office for Civil Rights)은 최근 보건정보프라이버시 감사 프로토콜을 

발표했다.59)

개인정보보호 감사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해하는 법률, 경영, 전
산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행한다. 비용은 감사의 범위 및 깊이 정도에 따라 다르

다. 간단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2천 달러 정도, 대기업에 대한 심층감사의 경

우 5만 달러 정도가 든다.60) 
FTC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도 앞서 설명한 Safe Harbor 프라이버시 원칙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정보주체의 선택권과 접근권 존중, 개인

정보 파일의 정확성과 안전성 유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충분한 구제조치 등

을 강조하고 있다.61)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명확하고, 간명하고, 보다 표준

화되어 있어야만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모
바일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상세한 내용을 가독하기가 어려우므로 

아이콘의 이용과 같은 새로운 표시방식의 개발도 필요하다.62)

56) Section 5(a) of the FTC Act.
57) TJX와 Reed Elsevier, Seisint에 대한 조치, FTC Press Release dated March 27, 

2008; Premier Capital Lending에 대한 조치, FTC Press Release dated 
November 8, 2008; 또한 후술하는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에 대한 조치 참조.

58)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Section 13411 of the 
HITECH Act).

59) http://ocrnotifications.hhs.gov/hipaa.html.
60) David Anderson, "Recent Trends i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n Best 

Practices fo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Aspatore, 2009. p. 85.
61) Federal Trade Commission,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Recommendations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March 2012.
62) Ibid., pp.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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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위반 사례

1. 일반

미국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와 여타 소비자그룹은 페이스북의 개인정

보보호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방거래위원회

는 2011. 11. 소셜네트워킹 회사인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그 실행과 관련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가 FTC법 제5조(a)를 위반하므로 

이의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동의명령을 내렸다.63)   
연방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페이스북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은 2009. 12.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

경하여 종전에 비밀로 지정할 수 있었던 ‘친구목록(Friend List)’ 같은 정보를 공

개정보로 전환하였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제3자 앱을 깔 경우 그 구동에 필요

한 이용자 정보에만 접근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이용자 정

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예컨대 별점을 치는 앱이 이용자의 사진과 직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정보공유의 범위를 ‘친구’에만 한정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친구’가 제3자 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인증 앱(Verified Apps)”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인증 받은 

앱들은 안전하다고 했으나 사실은 인증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페이스북은 개인

정보를 광고업자와 공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공유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하는 경우 그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의 접속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접속이 허용되었다. 페이스북은 미국-EU간 Safe Harbor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준수하지 않았다.

동의 명령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선택을 페이스북이 변경할 때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가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한 경우 30일 이내에 당해 이

용자의 정보에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운용과 관련한 개인

정보 침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수립, 유지

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80일 이내에 독립적인 제3자 기관으

로부터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향

후 20년간 격년마다 감사를 받아야 한다.

63) Federal Trade Commission, [File No. 092 3184] Facebook, Inc: Analysis of 
Proposed Consent Order to Aid Public Comment, Federal Register Vol. 75, 
No. 233, December 5, 2011, pp. 75883-7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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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구글의 구글버즈서비스 제공시 고

지 및 동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위반한 사건64), 마이스

페이스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위반 사건65)에 대하여 향후 20년간의 개인정보보

호 관련 정기적 감사를 포함하여 페이스북 사건에서와 거의 동일한 동의 명령

을 내렸다. 동의 명령의 내용 중 포괄적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실시와 개인정

보보호 감사부분에 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다.

2. 포괄적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실시의무

동 프로그램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문제된 기업과 서비스의 규모, 성격, 
복잡성, 그리고 관련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인정보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이용, 공개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조직 내외부에 

존재하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중요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 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충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위험요소 점검은 최소

한 직원훈련 및 인사관리,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 연구개발을 포함한 관련 영역

에서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위험요소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

험원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인정보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개인정보통제

절차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전달받는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

호할 능력을 갖춘 위탁처리사업자 또는 기타 서비스사업자를 선별하고 그들이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실시, 유지하도록 계약을 통해 요구하는 합리적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평가 조정되어

야 한다. 영업전략 및 파트너의 변경, 기타 상황변화가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66)

3. 개인정보보호실태 감사실시 의무

격년마다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적 전문가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절

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프라

이버시와 정보보호 분야에서 최소한 3년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

64) FTC Press Release, dated March 30, 2011.
65) FTC Press Release, dated May 8, 2012.
66) Federal Trade Commission, [File No. 092 3184], Agreement Containing 

Consent Order, November 29, 2011. Part IV of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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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소비자보호국이 그 적절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감사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기간동안 피감기관이 실시, 유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통제조치

- 그러한 통제조치가 피감기관과 관련 서비스의 규모, 성격, 복잡성, 그리고 

문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

- 실시된 개인정보 통제조치가 요구되는 보호수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에 대한 설명

- 문제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합리적인 확신을 부여하기에 충분하게 개인정보

통제조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보고기간 내내 그렇게 운영되었

다는 점에 대한 인증

감사보고서는 감사대상기간 종료 6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최초감사보

고서는 감사보고서 완료후 10일 이내에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집행팀장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추후의 감사보고서는 피감기관이 본 동의명령의 존속기

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으면 상기 집행팀장에게 10일 이내에 제출

한다.67)

67) Ibid. Part V of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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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외국의 약관심사제도

제1절 유럽연합(EU)

Ⅰ. EU 약관관계지침

1. 개요

EU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논의는 1976년 유럽평의회(Europarat:Council of 
Europe)에 의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방법

에 관한 결의’가 각료위원회에서 채택되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68) 이후 1992년 

유럽연합은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입법지침초안’을 결의하였고 

1993년 유럽공동체 각료이사회가 이 지침을 채택하였다.

2. 유럽연합의 불공정약관 입법지침의 주요내용

가. 약관의 개념

본 입법지침에서는 약관의 개념에 대하여 “계약조항은 사전에 작성되었고 특

히 소비자가 사전에 작성된 표준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없었을 때에는 항상 개별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입법지침 제3조 제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약관규제의 범위

이 지침에 적용되는 약관규제의 범위는 매도인 또는 서비스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중의 불공정조항이 이에 해당한다(입법지침 제1조).

다. 약관규제의 내용

(1) 불공정조항에 대한 규제

본 입법지침 제3조 제1항에서는 교섭되지 않은 계약조항은 그것이 신의성실

68) Council of European Committee on Legal Cooperation Resolution 47(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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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에 반하여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불

균형에 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1항에서는 불공정성 판단기준으로서 계약체결의 목적이 된 

상품 및 서비스의 성질, 계약체결당시의 제반상황 및 당해계약 외의 조항 또는 

그 계약과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계약조항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부작위소송에 대한 사항

본 입법지침 제1조 제1항은 유럽공동체 역내에서 소비자의 집단이익의 보호

를 각국간의 마찰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부작위소송에 관한 회원국들의 법적 행

정적 제 규정을 동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

3조에서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직으로 회원국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지위 또는 조직과 소

비자의 집단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이 이에 해당한다(입법지침 제3조 b).

라. 불공정약관의 심사

동 입법지침 제4조 제1항은 약관의 불공정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불공정조항 방지조치(제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은 그 계약이 체결된 상품 또는 그 서비스의 성질을 고려하고 또한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일체의 사정과 그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그 계약의 전제가 된 다른 

계약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조항의 

불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평이하고 명료한 용어로 서술되어 있는 

한, 계약의 주요 목적물이 정의된 바와,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에 비추어 그 대가 및 보수가 적정한지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 지침 제5편에서는 해석관에 관한 준칙을 두고 있다. 내용은 소비자

에게 제시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서면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조항은 

언제나 평이하고 명료한 용어로써 작성되어야 한다.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의문

이 있는 때에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이 해석에 관한 준칙

은 제7조 (2)에서 규정한 절차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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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CFR(공통참고기준초안)에서의 약관규제

1. DCFR(공통참조기준초안)의 마련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는 유럽민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

럽사법의 원칙, 정의(定義)와 참조규정, 공통참조기준초안(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이하 DCFR로 약칭함) 3단계에 걸쳐 완성하였는데 2008년 잠정개요본69)

이 초간되었고 2009년에는 앞의 잠정개요본을 일부 수정한 중간개요본70)이 발

간되었으며, 중간개요본의 Error 7곳을 수정한 완성본71)이 발간되었다. DCFR 완
성본은 개별적 참조규정을 간략하게 해설한 주석(Comments)과 비교법적으로 고

찰한 주해(Notes), 색인(index) 및 서지목록(bibliographic tables)이 포함된 총6권 

6704면으로 출간되었다.72) 

특히 EU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EC법의 핵심 주제의 하나이다. DCFR의 

작업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상당수 있었으며 B2B 거래와 함께 B2C거래에서의 

DCFR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공감하여 DCFR에서 소비자계약도 규율하기로 결

정하였다.73) 이러한 DCFR의 소비자법 통합에 의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2. DCFR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내용

DCFR의 제2편(Book Ⅱ)에서는 “계약과 기타 법률행위(Contracts and other 
juridical acts)”라는 표제로 9개의 장을 두어 약관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제2장 차별금지(Non-discriminaton), 제3장 제1절 정보제공

69) von Bar/Clive/Schulte-Nölk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Interim Outline 
Edition, 2008.

70) von Bar/Clive/Schulte-Nölk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Outline Edition, 
2009.

71) von Bar/Clive/Schulte-Nölk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72)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본(2010.1.21.). European law publishers 출판본
(2009. 10.)은 6563면으로 출판되었다. 

73)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Revision of the Acquis: The Way Forward, 
COM (2004) 651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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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전자적 거래, 제5장 철회권에 관한 사항, 제8장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

항으로 약관해석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9장은 불공정

약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차별금지

DCFR Art Ⅱ-2:101에서는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차별받지 않

을 권리(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로 “자연인은 재화, 기타 자산 또는 

유용한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거나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기타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성별, 인종, 출신에 기초하여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

는다.” 또한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도 제4편(Book Ⅵ) “타인으로

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한 비계약적 책임:불법행위책임”상 유효한 배상을 침해받

지 않으며, 제3편 제3장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를 포함하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을 받는다(Art. Ⅱ. – 2:104, para 1, DCFR)고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투명성의무

약관의 작성자는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전달할 의무가 있다. DCFR Art. Ⅱ.-9:402. para 1.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 이를 투명성의무(Duty of transparency)라고 한다. 이 투명성의무는 EU의 불공

정조항지침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독일민법 제307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약관의 해석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DCFR 제2편 제8장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8장 제1
절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총칙(Art. Ⅱ. – 8:101), 타당성(Art. Ⅱ. – 
8:102), 약관 제공자 위험부담의 원칙(Art. Ⅱ. – 8:103), 개별적 합의없는 약관해

석(Art. Ⅱ. – 8:104), 계약전체를 고려한 해석(Art. Ⅱ. – 8:105), 합법적 약관 해

석의 우선권(Art. Ⅱ. – 8:106), 두 개 이상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Art. Ⅱ. – 
8:107)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기타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표제하

에, 총칙(Art. Ⅱ. – 8:201), 유추적용(Art. Ⅱ. – 8:202)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계약내용 해석을 위한 일반기준으로는 Art. Ⅱ. - 8:101. para 1.에 계약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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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리적 의미와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공동의 의사에 따라 해석된

다. 즉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계약의 체결 또는 당사자의 의사를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면 계약은 처음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해석된

다(Art. Ⅱ. – 8:101, para 2, DCFR).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것에 주어진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Art. Ⅱ. – 
8:101, para 3, DCFR). DCFR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당사자의 진의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4) 계약전체를 고려한 해석

(5) 유효한 해석 우선

(6) 언어의 불일치

라. 불공정약관

DCFR은 제2편(Book Ⅱ), 제9장(Chapter 9), 제4절(Section 4)에 불공정약관 관

련 규정을 두고 있다. DCFR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Book Ⅱ - Chapter 9 - Section 4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효력을 수정하

지 못한다(Art. Ⅱ. – 9:401. DCFR).
계약약관의 불공정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 DCFR Art I. – 1:103, Art Ⅲ. – 

1:103의 신의칙과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 DCFR Art Ⅱ.-2:101의 차

별금지(Non-discrimination)와 DCFR Art. Ⅱ. – 9:402, para 1의 투명성의무(Duty of 
transparency), 그리고 Book 2, Chapter 9, Section 4이하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개

별규정에 의하여 판단된다. 특히 Book 2-Chapter 9- Section 4는 불공정판단을 

B2C, C2C, B2B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약관의 불공정성을 평

가할 때는 Ⅱ. – 9:402(개별적 합의 없는 약관에서의 투명성의무)상, 계약상 제

공된 것의 성질, 주요 상황, 계약에서의 다른 약관 및 계약에 부속된 다른 계약

의 약관에 대하여 투명성 의무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Art. Ⅱ. – 9:407. para. 1, 
DCFR). 또한 Art. Ⅱ. – 9:403(B2C 계약에서 불공정의 의미)의 목적상 계약의 체

결과정에서 주요상황은, 계약체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 소비자에게 확장될 것을 포함한다(Art. Ⅱ. – 9:407. para. 2, DCFR).
반면 불공정성 판단에서 배제되는 사항으로 계약약관의 내용이 현행법 규정

에 따른 것, 유럽연합 회원국이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유럽연합이 당사자가 되

는 국제협정 또는 국제적 규정인 경우는 불공정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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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Ⅱ. – 9:406. para. 1, DCFR).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계

약약관과 계약의 주된 목적을 정의(定義)하거나 반대대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불공정성 판단이 확장되지 않는다(Art. Ⅱ. – 9:406. para. 2, DCFR)
이 외에도 B2C 계약에서 약관이 사업자가 제공한 것이고, 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사업자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을 배타적 재판관할로 한 경우에는 

불공정하다(Art.Ⅱ.–9:409. para.1, DCFR). 본조 제1항은 소비자의 주소지 법원을 

재판관할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Art.Ⅱ.–9:409. para.2, DCFR). 불공정

약관은 그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Art.Ⅱ.–9:408. para.1, 
DCFR). 계약이 불공정약관 없이 합리적으로 효력이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약관은 당사자를 구속한다(Art.Ⅱ.–9:408. para.2, DCFR).

마. DCFR에서의 약관심사

DCFR은 약관심사에 대하여 직접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체법적으로 약관

해석 및 심사의 기준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심사절차나 제도는 EC지침 및 회

원국의 개별적 심사절차에 맡겨둔다.

제 2 절 독일

Ⅰ. 독일의 약관규제법

독일은 우리와 같이 민법의 일반규정 즉 공서양속에 관한 규정과 신의성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약관에 관한 규제를 하다가 1976년에 체계적이고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약관규제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3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보이다가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약관규제법은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채권 편에 편입되어 독일민법 제30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독일의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는 단체소송을 통한 법원에 의

한 사법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74) 
약관에 관한 내용통제는 직접적 내용통제와 간접적 내용통제로 나누고 있다. 

74) 장경환, 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관한 연구-독일약관규제법 제9조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면 ; 독일에서의 약관규제는 민법의 일반규정 즉 공서양속
에 관한 제13조와 신의성실에 관한 제242조에 의한 판례를 통하여 불공정한 약관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기를 거쳐 세계에서 최초로 1976년에 약관규제법을 제정하
였다. 이법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법률을 갖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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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은 개정된 후 약관의 내용통제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조항인 제307조, 
평가 가능한 조항금지에 관한 제308조 그리고 평가 불가능한 조항금지에 관한 

제309조가 있다. 약관에 대한 법관의 내용통제와 관련하여 개정법은 2가지 측면

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투명성의 원칙이 명시

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독일민법 제307조 제2항), 둘째 채권법규정의 변화에 

따른 법관의 내용통제의 골격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Ⅱ. 독일민법상의 약관규제

1. 독일에서의 약관규제

독일의 약관규제법 제1조 제1문의 약관개념은 변함없이 독일민법 제305조 제

1항 제1문에 “약관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시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계약조항을 

말한다. 그 조항이 외형상 별개의 계약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 그것이 어떠한 기재방법으로 작성

되어 있는지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계
약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에는 약관이 아니다.”
라고 규정되었다. 

이러한 약관규제에 관련된 법률이 민법의 채권법에 편입되어도 채권계약 이

외의 거래를 위한 약관도 제305조 이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법의 중심영역이 채권법적 영역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도 해석되기 

때문이다75) 독일민법 제305조 제2항 제2호는 약관규제법의 편입과정에서 신설

한 것으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인

지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인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는 약관의 적용요건을 

강화하였다. 

2. 약관조항의 일반내용통제

가. 투명성의 원칙

유럽연합의 불공정약관 입법 지침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문에 규정된 바

를 수용한 결과로서 독일민법 제30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투명성의 

75) 약관심사제도 발전방향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7. 9.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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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종전의 법규정하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종래 판례에서 사업자

로 하여금 약관에 의한 고객에의 정보를 계약체결 시에 확실하게 보장해주려고 

하는 내용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결국 투명성의 원칙은 종래 판례에 의

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던 바를 수용한 것으로서 종전의 입장과 변동된 바가 

없다76). 

나. 내용통제의 의미와 한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객을 부당하고 불리하게 하는 약관은 무효이고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강화하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일반

적인 내용통제에 대한 (구)약관법 제9조는 개정 후에는 민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었다. 이 때 투명성의 원칙을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었

다. 이 때 투명성의 원칙을 제307조 제1항 제2문에 규정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

고 독일민법 제307조 제2항 제2호는 (구)약관규제법 제9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보험거래약관법을 입법하려 할 때 내용통제의 범위문제가 등장하였

는데 개정민법에서는 유럽연합의 불공정약관 입법 지침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통제의 범위문제를 제307조 제3항 제2문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종래 내용통

제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이해되었던 가격조항과 급부조항도 계약조항이 충

분히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었다. 즉 

가격과 급부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법관의 내용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명성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 약관조항의 개별적 내용통제

독일민법에서 약관조상의 개별적 내용통제에 관한 것으로는 제308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평가가능한 금지조항과 제309조의 평가가능성이 없는 금지조항을 

들 수 있다. 평가 가능한 금지조항은 약관사용자가 청약의 승낙이나 거절 또는 

급부의 실행에 관하여 부당하게 길거나 충분히 명확하지 아니한 기간을 유보한 

조항, 약관사용자가 실행하여야 할 급부에 관하여 법률규정과 달리 부당하게 길

거나 충분히 명확하지 아니한 유예기간을 유보한 조항, 약관사용자가 계약에서 

제시된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급부의무를 면할 수 있는 권리의 약

정, 약관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그러한 약정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는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약속한 급부를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급부를 할 수 있

76) 이하의 독일민법은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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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관사용자의 권리의 약정,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약관사용자

의 계약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특별한 의미 있는 약관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하는 조항,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 약관사용

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수익 또는 상용에 대한 또는 실행된 급부에 대한 부당

하게 고액의 대가 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당하게 고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 약관사용자가 급부를 조달할 수 없으면 계약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유보한 약정이 허용되더라도 계약상대방에게 조달불가능에 관하여 

지체 없이 알릴 의무 또는 계약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지체 없이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309조에서는 가치판단 가능성이 없는 금지조항 즉 절대적 무효조

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Ⅲ. 독일의 약관심사제도

1. 독일의 약관심사제도의 개관

독일의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는 단체소송을 통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법원에 의한 추상적인 약관통제를 도입

함으로써 독일 약관규제법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77) 제정과정

에서 어느 모델에 의한 약관통제를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

행되었지만 개인 자신이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사용된 약관의 조항이 무효

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약관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

다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소송을 실제로 

잘 진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행을 하더라도 이 경우 법원이 부당한 약관조

항을 무효로 선언하면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은 무효소송

을 수행한 자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행정적 규제를 강

구하거나 행정공무원이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가를 조사, 감독하여 

시정조치를 취하하는 모델과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모델이 주로 고려대상이 되

었다고 한다. 이 중 독일입법자는 단체소송제도를 선택하였다. 단체소송에서 약

관조항은 개별적인 피해사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약관심사규정에 위반하지 않

은지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고객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77) Stoffels, AGB-Recht. S.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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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관은 무효로 선언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 또

는 약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철회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때 금지명령

은 이 사업자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판결의 효력은 

제소된 당해 사업자에게만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다른 사

업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단체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 판

결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할 수 있다.78)

2. 심사청구권자와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가. 심사청구권자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의 이

익을 옹호함을 그 정관상의 목적으로 삼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과 영업상 이익

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자조합에 

한정된다. 다만 그 약관을 사용하여 거래를 체결한 고객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약관조항의 무효확정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나. 사법적 구제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법원은 사업자에 대해 무효약관의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가 어떤 계약체결에 사용하려고 약관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금지의 효력은 피고인 사업자에게만 미치며 동일약관을 사용하는 동종사업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은 그 청구가 인용된 경우 무효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판결문을 공중에게 알릴 권한이 있다.

다. 행정적 규제

독일연방경제성의 산하기관인 연방카르텔청이 약관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마치, 법원처럼 상급관청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79) 연방카르텔청에서는 약관소송에 관

한 사항과 판결내용 등을 약관등록부에 등록해 두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요구가 

78) 이병준, 김도연,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2009.3(Vol 630), 141면.

79)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6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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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이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약관소송의 

계속, 선고된 판결, 기타의 방법에 의한 소송의 종료를 연방카르텔청에 통지한다. 
무효약관의 등록에 있어서는 약관소송의 원고, 피고사업자, 법원의 판결문 또는 

재판상 화해 등의 소송종료사유 등이 기록된다. 누구라도 약관등록부를 열람, 복
사할 수 있는데 이 등록부는 약관분쟁의 해결 및 표준약관의 작성에 지침이 되

며 동일내용의 약관에 관한 소송의 제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독일의 많은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연방카르텔청에 등록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준약관의 등록으로 약관의 집단적 규제, 약관의 통일화, 영업

의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업계의 고정화, 경직화의 우려도 있다. 
연방카르텔청이 등록을 신청한 표준약관을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

제에 있어서는 카르텔법상의 남용감시의 범주 내에서 약관규제법의 척도에 따

라 그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도 등록에 앞서 비공식

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카르텔청은 이와 같은 해당업종에 전반적으로 이용되는 표준약관을 심사할 

뿐 특정사업자가 사용하는 개별적인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는다. 카
르텔청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도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효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80)

3. 검토 

단체소송이 추구하였던 효과를 모두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현재에도 단체소

송을 통한 약관심사모델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관청에 

의한 심사에 비하여 독일의 약관심사제도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81) 이와 

같은 독일 약관규제법의 입장은 계약당사자들에게 계약내용형성의 자유를 최대

한 배려하고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모범적인 내용으로 짜인 업종

별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추세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소송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사후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무효판결을 받더라도 소

비자 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직접적인 소비자분쟁의 관

여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82)

80) 이은영, 위의 책, 696면.
81) 이은영, 위의 책, 1994. 690면 참조.
82) 이병준, 이도연, 앞의 논문,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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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영국의 약관규제와 심사제도

Ⅰ. 영국의 약관규제로서 편입통제

 

영국에서의 약관에 관한 논의는 약관계약이 계약체결의 맥락 면에서 일반계

약과 눈에 띄게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고객은 계약체결을 할 때 비로소 

약관을 접하게 되고 약관의 내용을 읽어볼 시간적 여유나 에너지가 없으며 설

령 읽어보았다 해도 개별 조항에 대해서 협상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83) 특히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채 일방

당사자가 제시한 약관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양자택일만 

가능한 유형의 약관계약은 일반계약과 계약체결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 영국 판

례법에서는 이러한 약관계약의 특징을 전제로 하여 약관의 편입통제와 해석통

제를 중심으로 약관을 규제하였다. 이후 성문법의 제정으로 편입통제와 해석통

제의 의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의의가 인정된다. 

1. 계약조항을 포함한 문서에 서명한 경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조항을 포함한 문서에 서명한 당사자는 그것을 

읽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속하도록 한다.84) 그러나 계약조항

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계약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Crogan v. Robin Meredith Plant Hire85) 사건에서 원고는 피

고로부터 기계와 운전자를 빌리면서 주간시간표에 서명을 하였고 근무시간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는 주간시간표에 특정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
원은 주간시간표에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기 때문에 이미 구두 형식으로 맺어진 임대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

다.86)

2. 계약조항을 통지한 경우 

계약조항을 담고 있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그 ‘문서’를 ‘교부받았거나’ 
또는 그 문서가 계약이 체결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교부

83) Beatson, Anson's Law of Contract(27th ed, 1998), p. 160.
84) 한기정, “영국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2001. 288면.
85) The Times, Feb. 20. 1996.
86) 한기정, 앞의 논문,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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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서 또는 비치된 문서에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통지’된 

경우에만 그것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다는 것이 영국판례법의 입장이다.87)

즉 약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조항을 통지하였으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교부, 비치된 문서만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통지는 교

부, 비치된 문서에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합리적 통지가 필요하다. 계약

당사자가 문서에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 때에는 통지가 있었는

지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88) 여기에서의 문서는 서명된 문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조항이 들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문서는 계약조항이 들어 있다 

해도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 다만 어떠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해도 당사

자가 그것을 계약서로서 의도하였다면 계약조항을 담은 문서로 인정된다.89) 
또한 상대방에게 문서가 교부되면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이 계약에 편입될 수

도 있고90) 계약체결 장소에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문서가 비치되어 있으면 그 

문서에 있는 계약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다.91) 합리적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 통지뿐만 아니라 묵시적 통지도 가능하다. 또한 어

떤 계약조항이 유사한 계약에서 이례적인 것이라면 합리적 통지를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서의 교부 또는 비치는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92) 

Ⅱ. 해석통제

약관은 일방이 만들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강제하는데 ‘협
상력’과 약관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그 약관을 수정시

키거나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로 계약의 내용은 일방에

게 불공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재해

87) 한기정, 앞의 논문, 289면.
88) Lacey's Footwear(Wholesale) Ltd v. Bowler Insurance Ltd[1997] 2 Lloyd's Rep 

. 369.
89) Watkins v. Rymill(1883) 10 Q. B. D. 178.
90) Mihail Lermontov [1991] 2 Lloyd's R데. 155.
91) 한기정, 앞의 논문, 290면.
92) 예를 들어 원고와 그 남편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서 일주일 치에 해당하는 숙박료를 

미리 지불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호텔직원에게 맡겨지지 않은 물건은 분실 또는 절취되
어도 호텔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방 안의 벽에 적혀 있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이 체결된 후에야 그 문구를 보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Olley v. Marlborough Court Ltd 사건 [1949] 1 K. B.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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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그 불공정성을 완화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모습의 일환으로 만

든 법원의 법원칙의 총칭을 해석통제라고 한다.93)

1.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작성된 문서에 모호한 용어가 있는 경우에 작성자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근거는 문서의 작성자는 이

미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자신의 표현의 모호

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며 문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유인

한 후에 그것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94)

2. 엄격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의 용어가 명확하게 기재되

어 있어야 한다는 법원칙으로 법적 책임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배제 또

는 제한하려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95)

3. 과실 책임의 배제

 
면책약관이 특정한 부분이 아닌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즉 “어떠한 경

우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또는 “~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겠

다”라는 형식의 포괄적 면책약관은 그 자체로 과실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면책약관은 본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있어도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에 까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포괄적 면책약관이 실질적으로 책임제한을 내용으로 한

다면 명확성의 원칙 하에서 책임제한 부분이 무효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96) 

4. 근본적 위반

계약의 근본적 조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93) “약관심사제도 발전방향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7. 9. 76, 77면.
94) Tan Wing Chuen v. Bank of Commerce Hong Kong Ltd [1996] 2 B. C. L. C. 

69. p77.
95) Alison (F. Gordon) Ltd v. Wallsend Shipway and Engineering C. Ltd (1972) 43 

T.L.R. 323.
96) 공정거래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07,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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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근본적 조항이란 계약의 근본적 목적을 정한 것이고 그 위반은 단순히 

이행의 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이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

다.97) 영국판례법은 근본적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이 모호한 경우에 가능한 엄격

하게 해석하고 있다.
근본적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이 명료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서 그 결과 근본적 위반의 원칙이 실체적 원칙이라고 보는 판결도 있다.98) 이는 

근본적 위반의 원칙을 단순히 해석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내용통제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Ⅲ. 내용통제

약관은 그 내용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그 자체가 또는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불공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불공

정한 내용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계약전체를 무효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총체적

인 모습의 일환으로 만든 법원의 법원칙의 총칭을 내용통제라고 한다.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는 성문법과 그것이 제정되기 이전의 판례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례법에 의한 내용통제는 성문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여전히 

의의를 갖는다.

1. 판례법

판례법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의 약관은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첫째 약관의 내용과 다른 명시적 약속이 행해진 경우 명시적 약속이 우선됨으

로써 약관의 내용의 효력은 배제된다.99) 둘째 약관의 작성자가 그 내용․효과에 

대해 충실치 못한 고지를 한 경우 작성자의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100) 셋째 약관 작성자의 고의로 인하여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그 자체로 효력을 배제한다.101) 넷째 체결된 

계약이 ‘협상력’이 심하게 부족한 상대방에게 비합리적이라면 법원은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102)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97) Treitel, The Law of Contract (10th ed., 1999), p 207.
98) Karsales (Harrow) Ltd v. Wallis [1956] 1 W.L.R. 936.
99) Evans & Son (Portsmouth) Ltd v. Andrea Merzario Ltd, [1976] 1 W.L.R. 1078.
100) Curtis v. Chemical Cleaning & Dyeing Co, [1951] 1 K.B. 805.
101) Pearson (S) & Son Ltd v. Dublin Cpn. [1907] A. C. 351.
102) Parker v. South Eastern Railway Co, [1877] 2. C.P.D.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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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문법

내용통제에 관한 성문법으로는 ‘부당계약조항법1977(UCTA1977)’과 ‘소비자계

약에서부당조항법1999(UTCCR1999)’ 이다.

가. 부당계약조항법 1977(UCTA 1977)

부당계약조항법은 계약조항 뿐만 아니라 비계약적 조항에도 적용된다. 면책

조항에서도 직접적 면책조항과 간접적 면책조항에서도 적용되며 약관계약이거

나 약관계약이 아니라도 소비자로서 거래하면 적용된다. 만약 과실로 야기된 개

인적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경우는 약

관계약 또는 소비자로서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도 적용된다. 계약에 종류에 있어

서도 보험계약, 선하증권계약, 해상운송계약, 고용계약 토지에 대한 권리의 창출 

또는 이전 관련계약, 지적재산권관련계약, 증권의 발행, 이전 관련계약 및 국제

공급계약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소비자계약에서 부당조항법 1999(UTCCR1999)

이 법은 면책조항에 한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조항에 적용된다. 
약관계약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계약조항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약관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미리 작성되고 소비자가 계약

조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계약조항이 불

공정할 때에는 소비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이 불공정한 조항 없이도 유효하게 존속될 수 

있으면 당사자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특정한 계약조항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없다.
이 외에도 영업책임에 관한 사항, 소비자로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계약내

용에 관한 사항, 합리성에 관한 사항, 규제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영
국의 약관규제는 성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편입통제와 작성자 불이익의 원

칙, 엄격해석의 원칙, 과실 책임의 배제와 면책조항에 관한 근본적 위반에 관한 

해석통제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약관규제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약관이 위에서 본 편입통제와 해석통제의 과정

을 거쳐서 만들어져 약관의 일부로 인정된 그러한 계약조항에 대해서 다시 성

문법의 내용통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약관규제와 심사제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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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통제와 내용통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 4 절 미국

Ⅰ. 미국에서의 약관규제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약관의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은 없지만 불공정 

약관을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정하는 개별 법률이 있으며 불공정 약관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행정심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보통법(Common Law)를 

비롯하여 약관과 관련한 상거래에서의 당사자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약칭 ‘UCC')과 법원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리스

테이트먼트(Restatement(2nd ed))는 불공정 약관에 관한 판단을 위한 기준에 속한

다. 특히 표준계약서(Standard Form Contract)와 관련하여 매매와 리스거래의 경

우 UCC 제1-203조, 제2-302조가 적용는데 제2-302조는 비양심성원칙을 수용하여 

당해 거래가 비양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당해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

게 하고 있다103)

그러므로 여전히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조항은 통일

상법전의 비양심의 법리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사기 등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

문에 미국법상 불공정한 약관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사법심

사’를 통해 해결한다. 이와 같은 사법심사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해석통

제’, ‘편입통제’, ‘내용통제’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약관규제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 없이 법원이 생성한 법원리를 통해 사

법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03) (1) If the court as a matter of law finds the contract or any clause of the 
contract to have been unconscionable at the time it was made the court may 
refuse to enforce the contract, or it may enforce the remainder of the 
contract withouth the unconscionagble clause, or it may so limit the 
application of any unconscionable clause as to avoid any unconscionable 
result.

   (2) When it is claimed or appears to the court that the contract or any 
clause thereof may be unconscionable the parties shall be afforde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evidence as to its commercial setting, 
purpose and effect to aid the court in making th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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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미국에서 약관에 대한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사법심사외의 방법으로 약관을 무효화시키는 법률은 없다. 그러나 미국

에서는 오히려 특정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특정 불공정한 행

위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약관규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법률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없고, 부과하는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규제법에서 이와 유

사한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규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처럼 약관규제법을 

통한 제재는 없지만 우리의 방문판매법과 같은 개별규정을 통해 불공정약관조

항을 무효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별법

미국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법은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of 1968104))과 공정신용보고섭(Fair Credit Reporting Act), 평등신용

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105)), 채무추심행위규제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106)), 주택소유 및 재산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107)), 예금진위법(Truth in Savings Act108)), 명의도용법(Identity Theft Act109))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기록보존책임 및 공개에 관한 법률(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이 있는데 이 법률은 신

104)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of 1968)’는 금융기관채권자
(creditor)들의 일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신용조사(평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5) ‘평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에서는 대출 받으려는 사람을 성
(sex), 혼인여부(marital status) 등에 의해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다.

106) ‘채무추심행위규제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서는 금융기관 및 유관
기관과 일반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체결 이전부터 계약체
결 이후 추심행위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까지 규제하고 있다. 

107) ‘주택소유 및 재산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에서는 특
정한 활동을 공개하고 약탈적인 대출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08) ‘예금진위법(Truth in Savings Act)’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9) ‘명의도용법(Identity Theft Act)’에서는 개인 명의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용하는 것
에 대해 벌금과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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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를 포함한 개방형 소비자신용 계획(open-end consumer credit plans)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행(fair and transparent practices)을 정하고 있다. 즉 카드회사

는 급속하거나 소급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가혹한 위약 

금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단기간에 돈을 갚게 하거나, 기타 다른 남용적인 업무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0) 한편, 연방중재법(FAA) 제2편을 개정한 

2009년 법안은 사전적인 중재합의가 고용, 소비자, 또는 가맹점 분쟁에 관한 것

인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지 않으며 강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111) 

2.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라 한다)’는 

1914년 미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따라 창설되었다. ‘FTC’는 입법부와 행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한 권한

을 부여받아 시장 내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FTC'는 세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경쟁국(Bureau 
of Competition)’, ‘경제국(Bureau of Economics)’, ‘소비자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otection)’이다. 이 중에서 ‘소비자보호국’은 상거래에서 ‘불공정 내지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업무

로 한다. ‘소비자보호국’은 다시 7개의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제5조는 일반

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을 위법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미연방공정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후 1938년 Wheeler-Lee 수정법의 통과로 

‘FTC’ 권한은 보다 증가되었는데 이 수정법률에서는 ‘불공정 내지 기만적인 행

위나 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위법으로 하는 내용을 제5조에 

삽입하였다. 나아가 1975년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를 제정함으로서 ‘불공정 내지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명문화할 권한을 ‘FTC’에 부여하게 되었다.112) 특히 1975년 입법

은 ‘FTC’에게 ‘불공정 내지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써 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FTC’는 ‘불공정 내지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객관화된 기준으로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공정 내지 기

110) 김문환, 미국소비자 신용의 최근 동향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2010. 2, 318면.
111) James E. Berger and Victoria Lai, Congress Considers “Arbitration Fairness 

Act of 2009” Pail Hastings Stay Current 1-2 (March 2009).  
112) 이구현, 미국언론법,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3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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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

으로 회피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 내지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
으로 바로 판단한다. 특히 ‘기만적 행위나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 기업이 

이러한 손해를 줄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을 증명할 책무를 배제하였다.113)

3. 검토

미국의 소비자보호에 관련한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이 적용되는 분야의 시장에

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만일 당

사자 사이에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화시킨다. 
결국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약관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

의 역할이나 공정경쟁과 효율적 자원분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간

접적으로 약관을 규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독과점의 발생을 가장 

큰 시장의 적으로 여기고 독과점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에 심열을 기울인 결과 

시장 내 공급자의 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상

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Ⅲ. 미국에서의 약관심사

미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당사자 자치는 매우 중요한 법원칙으로서 당

사자가 합의를 통해 성립한 계약은 심각한 착오와 불균형이 아닌 한 계약을 무

효 또는 취소로 만드는 사법적은 판단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다. 그러

나 당사자 사이에 협상이 허용되지 않는 거래인 표준계약(Standard Form 
Contract) 또는 약관분야에서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되자 이러한 계약인 경우 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

법부를 통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시작했고 사법부가 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해석통제, 편입통제, 내용통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1. 해석통제

사법심사에서 이루어지는 ‘해석통제’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석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내

113) 89 A.L.R.(American Law Reports) 449 (3r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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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양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114) 
(가) 계약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primary 

purpose)’이 확실한 경우 ‘주된 목적’을 중심으로(great weight) 계약을 해석

해야 한다.115) 
(나) 계약 내용은 합리적, 합법적, 유효하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지 않게 해석하

는 것보다는 선호되어야 한다.116) 
(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협상되지 않은 약관내용 보다 

우선적으로 계약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117)

(라)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를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도록 한다.118) 
(마) 계약 내용은 사회상규(public interest)에 적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119) 

이러한 원칙들은 계약 일반에도 적용되는 법 원칙으로 약관에 마찬가지로 내

용으로 적용된다.

2. 편입통제

‘편입통제’를 위해서 미국법에서는 일반 계약법상 적용되는 원칙으로 신의성

실의 원칙과 공정거래의 원칙이라는 일반적 원리에서 유추하고 있다.120) 합리적

으로 예상(reasonable expectation)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 포

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이러한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를‘편입통제’와 관련한 기준으로 제시하

고 있다.121) 이러한‘편입통제’는 형식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것으로 비록 불공정

한 내용의 약관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되었다면 그 약관

은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방법으로 통지되었는지 여부는 

‘현저성(conspicuousness)’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 서면계약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인

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내용은‘현저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122) 이와 관

114) 가정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국법의 시각, 동아법학, 2010. 2, 289면. 
115)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202(1). 
116)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203(a).
117)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203(d).
118)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206.
119)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207. 
120)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205. 
121)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211(3).  
122) Uniform Commercial Code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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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구체적인 예는 동산 계약에서 일반 물품의‘상품성(merchantability)’123)과 특

정 물품의 사용‘적합성(fitness)’124)에 대한‘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서면으로 ‘현저성’을 갖추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

용의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125) 

3. 내용통제

미국법상‘내용통제’는‘비양심성(unconscionability)’에 의한다. ‘비양심성’은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unreasonably)’ 호의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의미 있는 선택(meaningful choice)이 결여된 상태’라고 전통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126) 비양심적이라는 용어는 UCC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법에서 확

립되어 있으며 통상 기대 밖, 놀라운 것, 불공정한 것, 비합리적인, 소용 불가능

한, 부당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27) 이러한 ‘비양심성’을 평가하는 기준

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04조와 유사 수준이

라고 이라고 할 수 있으며128), 여기에서 미국법상 ’비양심성‘은 ‘절차적 비양심

성(procedural unconscionability)’과 ‘실체적 비양심성(substantial unconscionability)’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29) ‘절차적 비양심성’은 ‘의미 있는 선택의 결여’로 ‘실

123) Merchantability에 대해서는 Uniform Commercial Code §2-314. 구체적으로 
UCC 개정안에서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Merchantability
(상품성)”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첫째, 계약상  설시대로  
거래상 異義없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 둘째, 대체물인 경우에는 설명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평균적 품질을 갖출 것, 셋째, 이러한 설명을 가진 물품이 사용되는 일
반적 목적에 부합될 것, 넷째, 합의에 의해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계약상 규정된 
각각의 단위와 모든 단위들이 균등한 종류, 품질, 수량을 가질 것, 다섯째, 합의상 요구
된 내용대로 적절히 담겨지고(contained), 포장되고, 표시(label)가 될  것, 마지막으로 
용기나 라벨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확약(affirmations of fact)이 있을 경우 그것에  합
치될  것.

124) Fitness에 대해서는 Uniform Commercial Code §2-315.
125) Uniform Commercial Code §2-316. 개정 UCC 안은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

시적 보증 책임을 배제 혹은 변경하기위해서는 “매도인은 동 계약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물품을 당사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부
합되지 않더라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기술해야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품성과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을 소비자계약에서 새롭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new  and  
more informative) 배제문구(language for disclaimers)를 제안하고 있다. Proposed  
Final  UCC  §2-316(2)(b) & cmt.1(a).

126)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 121 U.S. App. D.C. 315, 319-320 (1956). 
127) Wayne R. Barnes, Toward a fairer model of consumer assent to standard 

form contracts; in defense of restatement subsection 211(3), 82 Sash. L. Rev. 
227, 230면.

128) 가정준, 앞의 논문, 293면.
129) Stirlen v. Supercuts, Inc., 51 Cal. App.4th 1519, 153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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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비양심성’은 ‘부당하게 일방에게 호의적인 계약’으로 대비할 수 있다.130)

제 5 절 일본

Ⅰ. 소비자계약법 이전의 약관규제

일본에서는 소비자계약법 제정이전에는 약관규제에 관한 개별적인 입법을 두

지 않았다. 법학의 영역에서 소비자 문제가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인식되기 시

작한 것도 소비자보호기본법이 제정되던 무렵인 1960년대 후반의 일이다. 이 시

기의 주된 논의의 대상은 당시의 소비자문제를 반영하여 식품(상품)의 안정성이

나 표시, 거래조건이나 부당권유 등을 둘러싼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

인 규제의 수단이나 독점금지법에 의한 해결이 강조되었다.131) 이후 근대계약법

의 원리를 등질적인 시민간의 거래의 원리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비

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입법(특별법)에 의한 내지 소비자보호에 따라 

약관의 규제의 수단으로 개별법이 원용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약을 둘러싼 

소비자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뒤따르는 형태로는 소비자보호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일본사회의 특성상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고령소비자가 계약

사회에 본격적으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고령자의 개인차로 말미

암아 고령자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소비자 계약전체에 대한 적절한 방향으로 입

법할 필요가 생겼다. 즉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비자를 어떠한 방법으

로도 지원하기 위한 민사법에 대한 기초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132)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생활심의회의 심의를 비롯한 행정적 규제와 민

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등 일반조항을 통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약관에 대

한 통제가 이루어져왔다. 즉 존재하는 법체계 안에서 민법 및 상법의 체계 안에

서 민법 및 상법이론의 해석을 통한 약관규제를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해석을 

통한 약관규제도 현실적인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인

식에 따라 약관규제에 관한 입법이 마련되더라도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법이론을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법이론에서부터 논의를 

130) 가정준, 앞의 논문, 293-95면. 
131) 서희석, 일본 소비자계약법 5년의 성과와 평가, 민사법학, 제39-1호, 2007. 12. 88면. 
132) 特輯 消費者契約法と消費者の21世紀, ジェリスト no. 1200. 150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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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었다133)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의 전제요건으로 다음

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Ⅱ. 소비자계약의 전제요건

1. 충분한 판단능력

의사표시의 기반확보로서의 능력제도로서 의사표시 및 의사결정의 충분성과 

건전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제

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후견인 등 보조, 보호자 규정을 두고 있다.

2. 자유로운 판단 및 결정

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자발적인 정보수집으로 착

오 및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담보되어야 한

다. 특히 제3자에 의한 사기가 문제되며 실제상으로는 침묵에 의한 사기가 문제

되는바 일본 판례도 그 사례가 적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학설에서도 ‘신의칙

상 고지의무’,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134)

3.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사업자는 통상 개별구체적인 소비자의 이해능력 및 속성에 따른 정보제공을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조

건 및 계약목적물의 성질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으

며 이 경우 소비자는 착오 또는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체결에 임하게 된다. 
이 경우 일본민법의 해석론으로 착오에 기한 취소 및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취

소권이 부여되게 된다135). 

133) 소비자계약법-입법에의 과제-, 상사법연구회 23면 이하 참조.
134) 穔善美河, 契約締結について 情報提供義務, Jurist 1094号, 134頁.
135) 그러나  민법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관한 제 규정은 계약이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그 취소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사업자
의 부적절한 행위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속히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공서양속위반 등 일반조항에 있어서는 그 추상
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예견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낮았다. 또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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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비자계약법에 의한 약관의 규제

1. 소비자계약법의 제정배경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소비자계약법 제정이전에는 약관규제법령의 미비로 인

한 민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대응 외에 각종 입법적 조치도 일정한 성과를 거

두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법의 입법이유로 지적된

다.136) 입법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법은 규제완화 시대에 있어

서 소비자계약의 적정화와 시장 환경 정비를 위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즉 모든 소비자계약에 적용되어 계약체결과정 및 계약내용에 있어

서 예견가능성 높은 포괄적 민사법규의 확립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137) 아
울러 “단순한 소비자 분쟁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 시장 

메카니즘 중시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 있어서 행정본연의 

존재방식 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 쌍방이 자기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활동

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8)

이와 같이 규제완화라고 하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 내용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었는데(1994), 그 검토는 국민생활심의회139) 소비자정책부회에

별적인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는 각각의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한 대응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北川善太郞, 契約と約款, 比較法
硏究, 1987. 10. 66면). 

136) 소비자계약법,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소비자행정 제1과편 4면 (공정거래위원회, 외
국의 약관규제동향 및 사례연구, 2004년, 104면 재인용) ; 약관에 따른 분쟁증가와 비
공개적 내용통제의 문제점 등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에서는 1994년 4월부터 소비자거래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11월에는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소비자정책부회소비자행정자문검토위원회가 ‘미래의 소비자행정
의 방향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비자거래의 적정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이어서 1996년 12월에 제15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는 ‘소비자거래
의 적정화를 목표로’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계약체결과정 및 계약조항에 관한 구체적 
내지 포괄적 민사적 규율의 입법화를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제16차 국민생활심의
회 소비자정책부회에서는 1998년 1월 ‘소비자계약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를 제안하
여 3월부터 8월에 걸쳐 업계의 관련의견을 청취하여 1999년 1월 ‘소비자계약법의 제적
에 있어’라는 소비자정책회보고를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이어 동년 12월 ‘소비자계약법
의 입법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최종 공표하여 약6년에 걸친 검토결과 2000년 4월에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37) 박인환, 일본소비자계약법의 법정책과 규율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6
집 제1호(2004. 4), 161면.

138)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 보고(1996년 1월), 消費者契約法(假稱)に向けて 4頁
(박인환, 앞의 논문, 161면 주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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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졌다. 동 부회에서는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전에 약관의 적정화를 위한 

심의를 하였고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위한 심의를 통하여 동법의 성립을 성사시

켰다. 소비자계약법은 1994년부터 동 부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2000년 4월 국회에

서 법률로서 성립하였으므로 실로 7년만의 결실이었다(2001년 4월 1일 시행)

2. 소비자계약법의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적용범위

소비자계약법 제1조에서는 이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소비자계약법이 소비자에게 취소권 및 부당조항의 무효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의 

격차 및 교섭력의 격차”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정보 및 교섭력의 격차에 주목

하여 소비자에게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일정한 경우에 소비자

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이 본

법의 전체적인 구조인 것이다.140)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는 본조는 구체적인 법

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은 아니지만 실제의 재판례에 있어서 본법 제2조 이

하의 해석에 관해 본 조의 취지를 원용하거나141) 민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해

석의 지침으로 원용하거나142) 소비자계약은 아니지만 정보의 교섭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조의 취지를 원용143)하는 등 판결의 

지침 내지 기준으로서 원용되고 있다.

나. 소비자계약 체결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소비자계약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체결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 

139) 소비자보호기본법 제20조(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의한 회의체기구(소비자보호에 관
한 조사 심의).

140) 內閣府國民生活局消費者企劃課編「逐條解說 消費者契約法」(商事法務, 2003), 37頁.
141) 大律地判平成15(2003. 10. 3)(最高裁HP).
142) 大律地判平成15(2003. 10. 3)(最高裁HP): 소비자계약법의 취지 [사업자에게 정보의 

질 및 양이 절대적으로 많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건전
한 거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등으로부터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는 거래상의 신의칙에 의해 
적절한 고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143) 福罔高裁平成16(2004),11, 12(最高裁HP)(대금업자와 도장업자간의 계속적 금전소비
대차에 있어서 차주와 대주간의 정보의 질 및 양 그리고 교섭력의 격차가 있음을 지적
한 후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본충당의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차주에게 유리
한 계산방법에 의해 지정충당 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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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법에서는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오인과 곤혹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오인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

에게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위해 권유한 경우 고지된 내용의 중요사항이 다른 

때나 사업자가 물품, 권리, 서비스, 장래가격 등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으로 인하여 오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
항). 또한 사업자가 중요한 사항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오인하고서 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다. 소비자계약상의 무효

이 법이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즉 첫째 사업자의 채

무불이행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둘째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셋째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이상의 3유형이 그것이다. 

Ⅳ. 일본에서의 약관심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비자계약법은 약관심사에 대한 사기의 확장으로서 오

인에 의한 취소권, 강박의 확장으로서의 곤혹에 의한 취소권, 부당한 계약조항의 

무효의 3가지 사법효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심의회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합의를 도모한 결과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강력

한 규제가 되기보다는 서로 간의 타협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되었다.144) 본 법률

의 제정에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타협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나 법률이 제

정되기 이전의 민법이나 개별법 등의 원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 법률의 제정 이후 소비자 관련 다른 법률들이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일본의 소비자사법 연구의 발전에 관련된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약관조항의 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는 약

관전체의 구성 및 다른 조항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약

관조항에 대해 계약전체와의 관련을 고려하는 경우 어떠한 조항과 상호 ‘보상작

용(상쇄작용)’하는지를 검토하게 되고 이 보상작용은 법률 및 판례상 많은 예가 

인정되고 있다. 보상의 이념은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측의 대량거래의 정형과 효율

화라는 합리화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약관전체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

하고 있으며 보상의 요건으로는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의 불이익과 다른 조항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적어도 동일한 가치일 것을 들고 있다. 

144) 松本恒雄, 規制緩和時代と消費者契約法, 法學セミナ-549号(2000. 9.) 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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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의 유사 심사제도

제 1 절 약관규제법

Ⅰ. 약관규제법의 연혁

약관규제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약관에 의한 거래는 현대의 대량생산・대량소비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새

로운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약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들을 무효화

하고, 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적용한 사업자에 대

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서 경제적 약자가 명실상부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1992년 약관규제법은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약관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약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흡수하는 등 제정 당시 약관규제법

의 내용에서 미비되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되었다. 특히 불공정한 약

관조항에 의하여 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시정할 수 있는 시정

명령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마

련하였다. 또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정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

하는지의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약관에 대한 사전심

사제도도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정위에서 심사

를 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다시 2001년 3월 28일 일부개정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다시 2004년 1월 20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

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

행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금 개정

하기에 이르렀다.145) 

145) 주요내용을 보면,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정원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9조의2제2항),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정위는 이를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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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에서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조사시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제시토록 하였

고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에서는 대부분의 약관이 한자 및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고

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

하고,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

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게 하였다. 

Ⅱ. 현행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약관규제법 제2조 1항에서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에 

상관없이 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면 약관의 범

위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약관규제법은 소비자거래에 사용

되는 약관뿐만 아니라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에도 적

용되며,146) 행정관청이 작성했거나 인가한 약관은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대신 행관계행정관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반면,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제30조 제1항).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
관의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당해 사업자 등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
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
거나 마련한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9조의2제5항 및 제7
항).

146) 권오승, 소비자보호법(제5판), 법문사, 2005, 171면 ; 이에 의하면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는 민법과는 다른 특칙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일반적인 내용통제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거래에만 적용하고, 그 밖의 거래 당사자에 대해여는 그 거래가 갖
는 특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거래와는 다른 법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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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 이 부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는 없다. 그리고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우선한다(제30조 제2항). 또한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

종에 해당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8조(손해

배상액의 예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0조(채무의 이행),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제13조(대리인의 책임가중), 제14조(소송 제

기의 금지 등)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2. 일반원칙

가.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약관규제법 제3조는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1
항에서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

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

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보내주어 고객이 약관

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제3항에서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

외하고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

여 공정위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 제1호, 제2
호). 이를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라고 하며 약관의 내용통제에 해당한다.

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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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제4조).

다. 약관의 해석원칙

약관규제법 제5조는 약관을 해석할 때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약관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

석되어서는 아니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

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신의성실(공정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불
명료의 원칙이라고 한다.

3.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통제

가. 일반원칙(제6조)

약관규제법에서는 제6조 이하에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제6조 제1항). 공정성의 판단기준으로는 

(a)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b)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

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c)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

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불공정조항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불공정약관의 효력은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의 명

시・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나머

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

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 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는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제16조).
나아가 공정위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제23조).

나. 면책조항의 금지(제7조)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과도한 면책조항

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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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금지(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

관조항은 무효이다.

라. 소비자의 계약해제・해지권 제한의 금지(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과도하여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마.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무이행 금지(제10조)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

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무효이다.

바. 고객의 권익침해의 금지(11조)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사. 의사표시 의제의 금지(제12조)

만일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이 어떠한 조건이 성취

되면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이다.

아. 기타

이외에도 약관규제법 제13조에서는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대해 무효를 규정하고 있으

며 제14조에서는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한 약관의 내용 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

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 79 -

4. 약관의 규제

가.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제17조)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설명・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제17조)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해당 불공적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7조의2) 이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제32조).

나. 약관의 심사청구(제19조)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나 한국소

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심사

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제19조의2). 

다. 표준약관의 사용(제19조의3)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

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나아가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

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표준약관이 마련되면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 80 -

권장할 수 있다(제5항). 또한 공정위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

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제6항),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하여 고시하고 공정위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 표지를 사업자 또

는 사업자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제7항). 만일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표준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제9항).

5. 분쟁의 조정 등

약관규제법 제24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내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를 설치

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

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17조
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분쟁조

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위가 조사중인 사건이나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및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을 제외하

고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공정위, 고객 또는 사업자는 기 조성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

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 협의회

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의2).

Ⅲ. 약관심사제도 및 약관심사지침

1. 약관심사제도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심사는 크게 불공정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제19조와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인 제19조의2에 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공

정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개시할 수도 있고, 약관 조항과 관련하

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약관의 조항에 관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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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마찬가지

로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정위는 약관의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0조). 이에는 심의 전에 약관거래의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

여 약관심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약관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에 의

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약관의 심사시 선례가 없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대학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1조의2). 자문요청을 받은 자문위원은 공정위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약관심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약관심사지침”과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약관심사지침”에서는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약관심사에 관

한 자문위원의 위촉에 대한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2조에서 자문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제3조에

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와 제7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9조
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

항, 제10조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 약관심사지침의 제정

약관심사지침은 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조(일반원칙) 내지 제14조
(소제기의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정의 및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에 대한 사업자와 고객의 

인식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

적으로 2008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3.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위법성 심사기준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약관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예시

한 것이며,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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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심사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의 약관이 이 지침에서 

예시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시

장상황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4. 불공정약관조항의 위법성 심사기준

가. 일반규정과 개별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위법성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규정의 적용

순서로서 일반규정과 개별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금지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2차적으로 제6조(일반원칙)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

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

리키며 “공정을 잃은”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

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정한다.

다. 불공정성의 추정

불공정성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첫째, 고객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사업자와 고객의 이익형량에 기초한 심사를 한다. 이에 대하여는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부당’한지의 여부는 당

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

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둘째,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의 심사기준으로서 여기에서는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에 대해 규정한다. 즉,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은 약관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

여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특정고객의 입장에서 고찰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셋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



- 83 -

한하는 조항의 심사기준으로 여기에의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계약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경우가 포함된다. 본질적 

권리는 유상계약의 주된 급부에 한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된 의무도 

그에 해당할 수 있다. 본질적 권리란 그 계약유형에 특징적인 것이며 계약의 목

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이면 된다.

라.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계약상 위험을 면책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의 심

사기준으로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

이다.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 책

임, 불법행위 책임도 포함된다. 다만 경과실인 경우의 면책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일
반원칙)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147)

마.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

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심사기준을 보면, 위약금의 약정

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으로서 ‘위약벌’로 보며, ‘부당하게 과중한’ 지의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

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실거래에서는 조건의 차이, 
교섭력의 차이,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손해배상예정조항이 일방

적으로 정해진 것만 가지고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147) 면책조항의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없이’가 기준이 된다. 즉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의 심사기준으로서는 일
단 책임이 발생하였지만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을 말하며 여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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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

한하는 조항의 심사기준으로서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

이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

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

항의 심사기준으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법률효과 중의 하나인 원상회복의

무 또는 청산의무의 내용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사.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채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

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심사

기준으로 급부의 중지에는 일시적 중지와 영구적 중지를 모두 포함하며, 채무자

는 이행과정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이행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행보조

자의 사용은 이행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

사에 반하여서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금지되는 대행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에 한한다.

아.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고객이 직접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익을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한 이유없

이 권리 및 이익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기타의 권리는 항변권, 상계권 등에 준하여 공평의 원리에 기하여 부

여되는 권리로서 유치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 채무충당지정권 등을 말

한다. 

자.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계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의 일방적 의사만

을 앞세우고 고객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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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차.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고객의 대리인에 대하여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단

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 경우

에는 법 제13조의 대리인에 해당되지 않고 대리권 없이 행한 무권대리의 경우

에도 그 무권대리인의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법률이 정한 책임범위(민법 제135
조)보다 가중할 수 없다.

카. 소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당사자간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의하여 법정 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으나 약관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합의조항을 정하

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

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무효이다. 그리고 

증명책임의 부담조항의 심사기준으로 증명이 곤란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증

명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적으로 좌우되므로 약관에 의

하여 사업자의 영역내에 속하는 사항을 고객에게 증명하도록 책임을 부담시키

는 것은 무효이다.

Ⅳ. 불공정약관의 심결사례

1. 불공정약관 시정실적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 2010년까지 공정위가 심사한 약관심사청구건수는 직권

조사를 포함하여 약 14,4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의 심사청구가 12,926건(89.7%),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한 소비자단체가 361건
(2.5%), 직권심사가 1,127건(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시정실

적을 보면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68건(경고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시정명령이 377건, 시정권고가 1,340건이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

로 불공적약관을 시정하여 경고한 사건이 25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사건이 368건이었다.148)

14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1년,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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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정실적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2010년까지 총 2,168건의 시정조치 

중, 통신·전기·여행알선·운송·운동·건강·오락 등의 서비스업종이 전체 시정실적의 

1,022건(47.1%)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상가분양이나 

상가·아파트·사무실 임대차 등 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동산업종이 

502건(23.2%), 금융·보험·신용카드·리스계약 등 금융·보험업이 326건(15%), 프랜차

이즈·할부매매·사무용기 매매·학습지 등 배달판매계약 등을 포함한 도·소매업종

이 318건(14.7%)을 차지하고 있다.149)

2. 주요 사례

가. 제과·제빵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 시정(2010.3)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과·제빵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에서 ㈜파

리크라상 등 5개 사업자의 약관상 가맹계약서의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시 책임배

제조항,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 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대학입시요강상 대학전형료 환불기준 시정(2010.1)

전국 10개 대학교의 입시요강상 입시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자진하

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였다. 어떠한 사정에도 대학전형료를 환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시를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했었으나 이러

한 시정조치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입시포기로 인한 학생, 입시생을 둔 

경우 등 환불이 가능해 졌다.

다.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시정(2010.5)

(주)다날, 타임엔조이 등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

해지 제한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

치하였다. 해당분야가 그동안 자동결제로 인해 소비자는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

차 인식하기 어렵고 중도해지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한 

분야였다.

149)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책,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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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약관의 심사 및 시정

최근에는 금융상품분야에서의 약관심사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9년 2월에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과 2009년 8월에 제정된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 또는 보고받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약관 및 여신정

문금융약관은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2010년 3월 3일 카드론 약관·체크카드 

약관 등 여신약관 47개 및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중도해지시 

취급수수료 환급을 금지하는 카드론 약관 등 5개 약관, 8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

청하였다.
또한 2010년 5월 26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등 금융투자표준약관 12개 및 

자동차할무금융약관 등 여신금융표준약관 제정안 4개를 심사하여 사실상 고객

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자동차할부금융조항 등 7개 불공정 유형 조항(총7개 약

관, 13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15일에는 금융투자 

개별약관 중 CMA서비스약관·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특정금전신탁약관 등 

49개를 심사하여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시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일임형종합

관리계좌약관 등 11개 불공정 유형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하였다. 이 후 2010년 

10월 15일 금융투자 개별약관 중 장외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부동산신탁약관 등 

482개 약관을 심사하여 17개 약관, 26개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하였다.150)

제 2 절 방송심의제도

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4일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동법 제33조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

의 적용범위는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방송과 유사한 것으

로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운용을 위하

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

150)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책, 353~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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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

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에서는 방송심의를 

함에 있어 적용범위, 심의방법, 심의의 기본원칙, 방송의 공적책임, 지상파방송

의 책임 등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일반기준에서는 

공정성에 관한 사항, 객관성에 관한 사항, 권리침해금지에 관한 사항, 윤리적 수

준에 관한 사항,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사항, 어린이·청소년보호에 관한 사

항, 광고효과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방송언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의 7가지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상세한 심

의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심의절차에 대하여 제4장에서는 보칙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심의의 기본원칙

방송심의의 기본원칙은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

중하며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

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방송심의를 함

에 있어 방송이 갖는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선적으로 검

토한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과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소

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공정성

공정성은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

을 심의기준으로 한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

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과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

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

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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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객관성

방송심의를 함에 있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

를 인용보도할 때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

다는 것을 규정한다.

라. 권리침해금지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

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

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윤리적 수준

본 규정에서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

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특히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민족의 존엄

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되고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바. 소재 및 표현기법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

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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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

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사. 어린이·청소년 보호

본 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송심의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될 사

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방송시에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

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또한 어린

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나 흡연·음증장면의 묘사 등에 대한 사항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아. 광고효과의 제한 등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주어서는 안되며,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

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또
한 정보전달이나 중계방송의 경우, 시상품 등을 소개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

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

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자. 방송언어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

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
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과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

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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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타

본 규정에서는 위의 원칙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에 관한 사항, 유료정

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3. 심의절차

가. 일반절차

방송심의절차는 일반절차로 위원회가 방송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

한 방송내용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제59조).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조

치를 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
61조 제1항) 위원회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

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
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사자 등으

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

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통지에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

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절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결정한다(제66조). 또한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

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

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고시

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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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심의위원회 기본규칙

1. 개관

방송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위원회의 사무소 위치,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
장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규칙에서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의 대우에 

관하여 규정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

항, 심의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선거방

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연

구・출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심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회의진행 및 의결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밖에 소위원회와 특별위

원회에 관한 사항(제9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이 있다.

3. 사무처의 운영 등

이 규칙 제11조 이하에서는 사무처의 세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무처의 조직 및 사무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소에 

관한 사항, 결재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사무처 업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등

이 주요한 내용이다.

Ⅲ.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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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

칙 제38호로 제정되었다. 동 법 제21조 제3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

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

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5호의 심의에 해당

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

보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심의후의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심의기준, 제3장 심의절차,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심의기본원칙

본 규칙의 제3조에서는 위원의 심의기본원칙을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심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3. 심의기준

본 규칙은 제3조의 기본원칙외에 일반심의기준을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에는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과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및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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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4조).

4. 심의절차

가. 일반절차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절차는 일반절차와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정

보의 결정 등이다. 먼저 일반절차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

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하거나 이용자 등이 신고한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제11조).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

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

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4항 

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 후에는 “해당없음”, 
“시정요구”, “청소년유해정보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심의중지” 등의 결정의 

하여야 한다. 만일 위원회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과 동일 사안으로 법원

에 소 등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

를 중지할 수 있으며(제14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나. 시정요구 등

위원회가 시정요구의 결정을 내린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

시방법 변경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제16조).
또한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요구

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에 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7조),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

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제18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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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의하여야 하며(제19조), 시정요구의 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시정요구의 이행이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제20조).

다.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 등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

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정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자율적으로 표시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정보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정보내용이 청

소년유해여부에 해당하는지 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

년의 연령, 당해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1조).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정보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2조).

제 3 절 게임물등급 심의제도

Ⅰ. 게임물등급 심의제도 개요

가. 개관

게임물등급분류 제도는 2006년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 「음반・비

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을 비롯하

여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

업진흥법에서 게임물만을 다루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해 등급심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법 제16조에서 등급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등급심의위원회의 설치의 목적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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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에서는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전체이용

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구분되고(제21조 제2
항), 아케이드 게임류의 경우에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의 두 가지 등급

으로만 나뉘게 되었다(제21조 제3항).
게임산업진행법에서는 이외에도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제22조), 등급의 

재분류 등(제23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제24조),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제24조의

2),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제24조의4)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등급분류 절차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절차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

문위원의 분석검토를 거쳐 등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급분류가 결정되고, 등급

결정 내지 등급거부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 게임물등급심의 관련 규정

게임물등급심의에 관련한 규정은 먼저 게임산업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이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급분류심의규정, 등급분류 세부심의규정 및 게임

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다. 이중에서 등급분류 심의규정은 등급위원회가 게

임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자 할 때에 게임물의 윤리성・공

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

다. 

2.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게임물등급분류 심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은 개인용 컴퓨터(PC) 게
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비디오 게임물(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

임물), 모바일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아케이드게임물(게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및 기타의 게임물이다. 여기에

서는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의 기본정신(제1조)과 심의의 원칙(2조)을 정하고 있

으며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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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급위원회의 심의회의는 주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 물량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등급위원회 등을 운

영한다.

나. 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원칙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콘텐츠 중심성(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

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맥락성(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정한다), 보편성(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한다), 국제적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 일관성(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
의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제6조), 선
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및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7조). 등급분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제8조).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다)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라)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다만,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아케이

드게임류)에는 다음 전체이용가(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청소년이용불가(청
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로 구분하며, 등급분류 기준을 세분하여 제9조에서 

정하고 있다.

(2) 등급분류 세부기준

본 규정에서는 등급분류의 세부기준으로 제10조에서는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성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마찬가지로 폭력성의 세부기

준에 대하여, 제12조에서는 범죄 및 약물에 대하여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언어사

용의 기준 및 제14조에서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 게임물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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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

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제15조), 게임물의 내용정보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사
행행위 등 모사의 7가지로 표시한다. 이의 포시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라. 사행성게임물 확인

만일 심의 요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로 확인되면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마. 심의절차

먼저 등급븐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첨부하여야 한다(제19조). 이때 게임물로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급위원회에서 출장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출장심의를 진행한다(제20조). 또한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게임

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게임물내용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등급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위원회는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확

인한 후 등급유지, 등급재분류 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제22조).
또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

는 자는 시험용게임물확인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3조), 등
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사실을 알게 되어 등급분류 결정

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4조),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제25조).
등급분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위원히는 이용등급을 부여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7조).
 

3.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가. 개관

본 규정은 게임산업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게임물운영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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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

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게임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게임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급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조직

본 규정 제3조에서는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위원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은 

전문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

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이외에도 본 규정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으며(제7조) 위원의 대우에 대한 사항과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에서 정하고 있다. 더불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10
조에 정하고 있다.

다. 위원회의 회의

본 규정에서 위원회의 회의소집 절차에 관련한 사항을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등급분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의2) 또한 회의시의 심의의결사항(제12조), 규정의 제정

과 개정 등(제13조), 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제14조)와 처리절차(제15조), 의
결정족수(제16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라. 전문위원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20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다. 특히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

2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에 대한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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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심의를 포함한 심의업무 지원, 등급분류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위원은 업무에 관한 검토보고

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고 동 보고서는 5
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등급의 재분류 자문

본 규정에서는 등급의 재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바. 윤리위원회

본 규정 제3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정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제31조 이하부터 제39조까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 감사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이 임명한 감사 1인을 둔다(제41조).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제42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는 감사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아. 사무국

본 규정 제49조는 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제49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

에 대한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제50조).

자. 기타

게임물등급분류심의는 심의건당 80,000원~240,000원까지 심의수수료 기초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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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이용형태계수와 장르별계수 및 한글화계수 등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

하여 받고 있다. 따라서 등급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

항을 본 규정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정하고 있다. 이 외에 본 규정에서는 징계

에 관한 사항,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제 4 절 유사 심사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Ⅰ. 국외의 개인정보 관련 심사제도 평가

1. 심사제도 일반

앞서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련 국외의 유사제도로 EU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관

의 사전심사제도와 영국 ICO의 개인정보보호감사제도 그리고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심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너무 간단하면 모호함

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며, 반대로 너무 세세하면 사실상 이용자가 읽어서 판단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자에게 행동의 지침이 되는 상세한 취급방침

의 개발과 이용자가 일별하여 보호정도를 파악하고 다른 업체의 취급방침과 비

교할 수 있는 간략한 형태의 개발이란 이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생각된다.
이용자 편의성이란 측면에서는 표준화된 취급방침의 개발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전문심사기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등급을 평가하여 강제적으로 취급

방침의 일면 상단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용자의 권리보호

와 관련 직원들에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취급방

침은 점차 세밀화 되는 노정을 밟아오고 있다. 가장 핵심만 추린 입장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

청된다. 
첫째,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

둘째, 제3자 제공여부를 포함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사용용도

셋째, 암호화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조치

넷째, 폐업 또는 합병 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식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관련 한 전문변호사151)는 웹

151) David Anderson, in Best Practices fo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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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개인정보의 적극적 수집

  - 무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가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요금, 재정정보를 포함하는가

  - 인구통계적 정보를 포함하는가

  - 교육정보를 포함하는가

  - 필수정보인가 임의정보인가

  - 수집의 방법

  - 수집대상 정보주체의 지역적 구분

□ 개인정보의 소극적 수집

  - 사이트가 이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

는지

  -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를 떠난 뒤에도 

움직임을 파악하는지

  - 무슨 정보를 수집하는지

  - 수집의 목적

  - 쿠키의 사용여부와 사용목적

  - 웹 비컨(로봇)의 사용여부와 사용목적

□ 사이트의 특성

  - 이용자 게시판 또는 토론공간이 있는지

  - 게시글은 사전 또는 사후 심사되는지

  - 심사의 목적

□ 미성년자

  - 미성년자를 겨냥한 사이트인지

  - 그렇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지와 

동의방법

  - 부모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 철회

  - 동의철회방법

  - 동의철회의 편의성

  -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삭

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 연락

  - 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연락을 하는지

  - 연락방법  

  - 연락빈도

□ 수집정보의 용도

  - 해당사이트와 관련해서만 이용하는지

  -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 동의철회 가능여부 

□ 정보수집자의 신원

  - 당해 회사, 사이트 운영사, 제3사 (예

컨대, 광고주)

□ 제3자 링크

  - 제3자 사이트로의 링크가 있는지

□ 저장

  - 저장장소

  - 접근권자

  - 모든 임직원과 운영자들이 비공개의

무 약정에 서명하는지,152)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의 고객에게 개정사실을 고지하고 설

명하여야 한다. 

Aspatore, 2009. pp. 278-279.
152) 보다 상세한 샘플은 Margaret C. Jasper, Privacy and the Internet: Your 

Expectations and Rights Under the Law, Oceana, 2009. Appendices 9 &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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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관중심 방침심사에서 실제운용심사로의 확대

단지 법령상의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방침은 법령상의 실체적 의무를 

완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정보처리자의 의지의 외부적 표현이

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법령상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함은 물론이

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의도하지 않은 법령위반에 따

른 책임과 기업 이미지 훼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기업은 내부 또는 외

부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체제와 현황에 대해 자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회사내 개인정보가 집적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개인정보방침 운용심사의 

제일보가 될 것이다. 전산실뿐만 아니라 고객관리부서, 인사부서 등 거의 모든 

부서에 개인정보 파일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파일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는 

그 취급자를 특정하는 것이 개인정보 관리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기업의 업

무관계가 복잡해지고 근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이 클라우드에 저

장되어 있거나 직원의 집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으며 거래회사에 전달되는 경

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감사의 범위도 피감사회사 자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및 하부 거래회사, 정보체계 관리업체, 고객관리 위탁회사 등에까

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시사점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법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대외적 표현이므로 개인정

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사하여야 할 대상임은 분

명하다. 이에 대해서 약관심사와 같은 방식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것은 나름 의

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약관에서 보다도 개인정보처리에 있

어서는 공식적으로 표명된 취급방침과 실제 운영 간에 괴리가 크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이에 앞서 살펴본 외국 사례는 주요 국가에서는 정보처

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감사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물론 개인정보보호감사의 대상이 형식적의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정되

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 직원의 교육, 기술적 보호조치, 조직구조, 관행 등과 같

은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분야에 걸쳐서 감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심사 논의가 개인정보처리의 전반적인 

실제상황에 대한 감사제도153)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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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 심사와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심사의 틀과 비교법적 근거를 찾는데 데에 좋은 준거를 제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체적 심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최선관행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인터넷상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표준양식이 올라와 있으며, 온라인 자

가진단이 가능하며, 각 정보처리자의 상황에 맞추어 십여 분 내에 자신의 개인

정보 취급방침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도 올라와 있다154). 하지만 재차 강조하건

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심사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발견과 

개선책 마련의 극히 일부이며 일 단계에 불과하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실제 운용에 대한 감사제도 도입의 원활화를 위하여 정

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처리자부터 개인정보감사를 정

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며, 향후 지원의 범위를 ‘기술’지원에서 본고에서 언급하는 개인정보보호감

사의 전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Ⅱ. 국내외 약관규제 및 심사제도의 비교분석

1. 국외의 불공정약관 규제 및 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1960년대 이후 선진각국은 대량거래에 따른 약관의 사용증가와 분쟁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소비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약관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특

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민법 등 기본법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

하고 있다.
외국의 약관관련 입법분류는 먼저 입법의 형태에 따라 기본법(민법 등)의 개

정 또는 제정(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또는 특별법 제정(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스웨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규제대상에 따라 약관만을 규제(독
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또는 특정 전제조건하에 모든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규

제(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및 절충형(영국, 오스트리아)으로 분류된다. 나아가 

사업자간 거래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로 소비자거래에 국한(스웨덴, 프

153) 용어사용상 ‘감사’ 보다는 ‘심사’를 사용하는 것이 제도도입에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감사’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영어표현도 audit과 
assessment가 혼용되고 있다. 

154)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a3sc/per/inf/perInfStep01.d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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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하거나 사업자간 거래 포함(독일,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스라엘)하는 

경우로도 나누어볼 수 있고 계약의 주된 급부 및 가격에 대한 규제여부에 따른 

분류로 규제(프랑스, 스웨덴) 또는 비규제(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
스라엘) 내지 규제방법에 따라 추상적 심사제도 도입 여부(프랑스, 영국, 스웨

덴, 덴마크, 이스라엘) 또는 민사소송에 의한 개별분쟁만을 구제(이탈리아)로 분

류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각국의 약관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EU의 규정과 대륙법계를 계수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와 유사한 독일 그리

고 일본의 약관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미국의 약관규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

보았다.
유럽연합(EU)은 1993년 4월 5일 불공정약관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포괄적 성격의 최저수준을 설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약관조

항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이 1994년 말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취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EU의 유럽위원회는 유럽민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와 참조규정,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정하여 상당한 부분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 약관의 해석, 불공정약관 그리고 약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독일은 1977년 4월 1일 약관규제법이 발효된 이후 1993년에 약관을 통

한 남용조항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이 제정되어 그에 따라 개정되었

고, 이후 2002년 독일 채권법을 개정하면서 약관규제법을 통합하였다. 독일에서

의 약관규제는 약관조항의 일반내용통제와 약관내용의 개별적 내용통제 및 약

관심사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다소 약관규제에 관한 사항이 다르게 접근되어

진다. 미국은 약관규제법이 없이 사법심사와 개별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

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미국의 연방공정거

래위원회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개별 입법권 및 재제권한을 부여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불공정약관을 중심으로 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

법이나 거래유형에 따른 특별법을 통해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의 약관관련 규정들은 대개 약관규제의 적용

범위, 약관규제의 원칙 그리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해석문제와 약관심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면 이는 우리의 약관규제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국내 약관규제법과 약관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현행 약관규제법은 독일의 「보통거래약관법(AGB-Gesetz)」, 영국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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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법(Unfair Contract Terms Act)」 등을 모델로 하였으며, 약관규제방식에 

관하여는 프랑스의 「불공정조항위원회(La Commission Des Clauses Abusives)」
와 스웨덴의 「시장재판소(The Market Court)」 등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한 것이다. 약관규제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3장 약관의 

규제 및 제4장 분쟁의 조정,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규제법의 성격을 보면 약관규제에 관한 일반법임과 동시에 기본법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소비자기본법의 특

별법으로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자기들의 계약에 

이 법의적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이 합의와 관계없이 그 계약의 약관에 관한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왜
냐하면 이 법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형성하는 데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면적인 합의에 관계없이 진정한 이익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

해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불공정약관조항과 약관심사에 

관한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내외를 비롯하여 약관의 규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약관의 심사는 사전적 심사와 사후적 심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심사의 경우 당해 약관에 대해 이익을 갖는 자의 요청

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심사하고 불공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사후적 심

사는 마찬가지로 법률적 이익을 갖는 자의 요청에 의한 심사이지만 이때는 행

정관청의 심사와 함께 사법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Ⅲ. 국내 유사심사제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게임물등급심의 규정」은 각각의 분야에서 만

들어진 방송물 내지 게임물에 대해 심의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규정들은 방송물 내지 게임물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천명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바탕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과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심의

의 기본원칙, 방송의 공적책임, 지상파방송의 책임 등을 총칙에 두고 있는데 이

는 방송이 갖는 사회적인 파급력을 고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접근해야 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함과 동시

에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사회통념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게임물등급심의규정도 총칙에서 심의의 기본정신과 심의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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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을 통한 정보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정보통

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심의의 기본원칙으로 최소

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개관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어떠

한 원칙으로 심의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각각의 심의규정에서는 약관심사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심의의 범위, 심

의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원칙과 심의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반면 약관심사지침의 경우에는 기

본적인 심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은 약관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

사의 원칙이 실질적인 사례에 적용되는 기준과 예시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 취

급방침의 심사제도의 마련에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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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155)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와 이에 따른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제도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심사제도의 대표적인 예이

다. 즉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a) 건강, 형사처벌,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

처리/ (b) 정보주체의 능력, 효율성, 행동과 관련한 개인적 평가를 위한 정보처

리/ (c) 공동체법 또는 회원국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수집 처리된 정보의 상호 연계/ (d) 정보주체의 권리 및 혜택을 박탈하는데 사

용되는 정보처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담당자의 신고에 따라 사전심사한다. 뿐

만 아니라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EU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위

반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 권리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에 

관한 결과를 이유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

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Regulation (EC) No 45/2001).

제 5 장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 

제1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개요

Ⅰ. 심사제도 도입가능성 및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정 마련

1. 심사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검토할 사항은 

이를 법령에 삽입하여 사업자를 강제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

로 준수토록 하는 자율규제시스템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시스템중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의 보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다 강력한 규제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측면보다는 법령사항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 진다. 

[입법례-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사전심사제도]

155) Regulation 45/20001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L 8, 
12.1.2001. 으로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유럽중은행 등의 EU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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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그 실행과 관련해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법 제5조

(a)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동의명령을 다음과 같이 내

렸다.

-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선택을 페이스북이 변경할 때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

의를 얻어야 한다.

- 이용자가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한 경우 30일 이내에 당해 이용자의 정보에

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포

괄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수립, 유지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

여야 한다.

- 180일 이내에 독립적인 제3자 기관으로부터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관

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향후 20년간 격년마다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는 유사한 사건인 구글의 구글버즈서비스와 관련한 사

건에서도 향후 20년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기적 감사를 포함하여 페이스북과 

유사한 동의명령을 내렸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업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운영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망적 행위로 보고 조사하여 시정조

치를 내리고 있다. 특이한 점은 개인정보 침해기업에게 포괄적인 정보보호프로

그램을 실시할 것과 격년으로 제3전문기관을 통하여 20년간 감사를 받도록 한

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사사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

보 취급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

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망법 제76조 제2항 제4호)는 규정

과 개별적인 개인정보보를 위한 규정과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감독관 사전심사제도나 영국 정보책임관실(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의 개인정보보호 감사실시와 같은 규정은 없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심사함에 있어 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뿐만 아

니라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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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제도의 법제방향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지만 이 조문의 내용이 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 전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는 마찬가지로 법 제4장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의 내용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적절히 반영했는

지가 심사의 기준이 되며 만일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개인정보의 취급방침 심사는 단순히 법 제27조의2 규정만을 대상

으로 하지 않는 반면 개별규정에서 이미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사제도도입에 대한 법제는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법

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심사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약관규제법상 심사에 관한 규정]

현행 약관심사는 약관규제법 제19조에서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3 에서는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

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심사청구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표준약관

의 심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및 제8조에서 심사대상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

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약관에 관한 심사는 약관규제법과 

약관심사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먼저 정보보호국으로부터 사전심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고 통지를 받고 나

면 2달 이내에 의 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EDPS는 모든 절차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을뿐이고 개별적인 심사사항은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개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EDPS의 심사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지만 당해 

정보처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 

따르지 않는 경우 정보처리의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다.156)

156) EDPS 웹사이트
<http://www.edps.europa.eu/EDPSWEB/edps/Supervision/Adminmeasures>에는 행정조치
(답변사항)에 관한 사항을 일자별로 등록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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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약관심사 및 심사결과 이후의 처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심사
대상
약관

심사
청구/
직접
심사

심사
결과

법위반
불공정약
관으로 
판단

삭제・수
정 등 

시정조치
시정
조치 

미준수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의 벌금 
(§32)

인터넷상 
공개

양벌규정(
§33157))

법위반
사항이 

없는경우
약관으로 사용가능

표준
약관

심사
청구

심사
결과

수정 
또는 
개선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 

사용가능

표준약관
과 다른 
약 관 을 
사용하면
서 표준
약 관 을 
사용하는 
경우

법 위 반
(§제19
조의3⑧)

표준약관
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U의 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제도도 이와 유사하다. 즉, EC규정 No 
45/2001의 제27조(1)에서 사전심사에 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있으며158) 여기

157)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하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8) Regulation (EC) No 45/2001 Article 27(Prior checking)
   1. Processing operations likely to present specific risks to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by virtue of their nature, their scope or their 
purposes shall be subject to prior checking by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2. The following processing operations are likely to present such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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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마련 및 공개라는 형식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함께 동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법 제4장)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동시에 심사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심사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심사할 수 있다는 점과 심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심사 후 법위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조치, 수정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및 정보통신망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내용

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processing of data relating to health and to suspected offences, 
offences, criminal convictions or security measures;

     (b) processing operations intended to evaluate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the data subject, including his or her ability, efficiency and conduct;

     (c) processing operations allowing linkages not provided for pursuant to 
national or Community legislation between data processed for different 
purposes;

     (d)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individuals from a 
right, benefit or contract.

   3. The prior check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following receipt of a notification from the Data Protection 
Officer who, in case of doubt as to the need for prior checking, shall 
consult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4.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shall deliver his or her opinion 
within two months following receipt of the notification. This period may be 
suspended until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has obtained any 
further information that he or she may have requested. When the 
complexity of the matter so requires, this period may also be extended for 
a further two months, by decision of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This decision shall be notified to the controller prior to expiry 
of the initial two-month period. 

      If the opinion has not been delivered by the end of the two-month period, 
or any extension thereof, it shall be deemed to be favourable.  

      If the opinion of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is that the 
notified processing may involve a breach of any provision of this 
Regulation, he or she shall where appropriate make proposals to avoid 
such breach. Where the controller does not modify the processing 
operation accordingly,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may 
exercise the powers granted to him or her under Article 47(1).

   5.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shall keep a register of all 
processing operations that have been notified to him or her pursuant to 
paragraph 2. The register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5 and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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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 법제 방향 요약]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근거

  - 심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 심사후 법위반/법준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조치

  - 수정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정보통신망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내용에 대한 조치

3. 심사근거의 마련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사항에 대한 명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가 그 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먼저 정보통신망법상에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할 필요가 있다. 약관의 심사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서 

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방송의 심의에 관해서는 방송법 제33조와 동법 

제32조에서 심사에 관한 규정을 마찬가지로 두고 있다. 나아가 게임물에 관해서

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 그 심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

급방침의 심사에 대해서도 심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같은 법에 명문화함으로서 

심사에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입법례 관련 조문]

약관규제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제19조의3(표준약관)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등급분류159))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5조(표시・광고 내
용의 실증)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7조(사전심사)

나.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선정하는 기준 또는 방법

159) 여기에서는 등급분류에 심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14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미 1999년  「전산망보

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로 

전부개정 되었던 당시부터 일부내용이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법에서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에 관한 조문

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립하여 공개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대상은 현재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해당하며 이후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것도 역

시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심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사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관규제

법에 사업자단체나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한다.

[약관규제법상의 심사대상]

약관규제법에서는 심사대상을 두가지 방향에서 정하고 있다.
첫째는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약

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둘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분야의 약관에 대해 심사청구를 유도하는 것

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거나 표준

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

해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경우도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 취

급방침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
한 개인정보의 주체자인 이용자그룹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대상

의 균형도 필요하다. 나아가 심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위한 계획을 마련

하여 필요에 따라 심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사전심사도 EDPS에서 심사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

니라 먼저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사전심사필요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EDPS와 협의를 한후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모

든 개인정보처리상황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룹160)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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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7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금 표준약관의 사

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과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업자가 

심사를 진행하고 이 그룹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계속 추가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 심사후 법위반/법준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당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법을 위반하는지 여

부를 가려내서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법의 취지를 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심

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 후에 당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벌칙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가 아닌 조

사였다면 조사 후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개

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가 오히려 이러한 행정벌의 부담을 줄이면서 후에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식한다면 심사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심사 후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심사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

면 당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심사기준에 통과한 신뢰할만한 개인정보 취급방

침임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를 받

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인증마크나 또는 심사기관에서 부여하는 어떤 표

시를 할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표준약관의 경

우 공정위에 정한 표준약관에 관한 공정위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약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약관규제법 상 표준약관의 표지사용에 관한 규정]

160) (a) 건강, 형사처벌,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처리
   (b) 정보주체의 능력, 효율성, 행동과 관련한 개인적 평가를 위한 정보처리
   (c) 공동체법 또는 회원국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수집 처리된 

정보의 상호 연계
   (d) 정보주체의 권리 및 혜택을 박탈하는데 사용되는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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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

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표준약관의 표지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두어 사용기준과 표시방법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라. 수정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후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만일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

련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때의 처벌은 동일한 규정을 개인정보 취

급방침의 심사없이 위반한 경우보다 좀더 무겁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한

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약관규제법처럼 개별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과 

시정조치 이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시정조치가 개별규정의 위반의 측면

보다는 사고발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는 개별규정의 위반사업자와 유사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상의 심사후 조치]

약관규제법의 경우에도 이법에서 정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와의 계약에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만일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제34조). 그러나 만일 문제가 있는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제71조 제2호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1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제64조의3). 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73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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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벌칙규정은 일반 행정벌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무겁다. 이는 개인

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의 적용을 축소하거나 면제하고 만일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과 같이 해

당 웹사이트를 시정조치를 취할때까지 차단조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 정보통신망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내용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로 접근한다.

Ⅱ. 심사의 범위 및 심사원칙의 설정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심사함에 있어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무엇을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앞서 심사를 하기 위

한 전제조건으로서 근거마련에 대한 사항과 심사의 기본틀에 대해 검토하였으

므로 여기에서는 심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1. 심사의 범위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범위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되겠지만 여기에서의 규정은 같은 법 제4장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급방침에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로서 접근할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제정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전부에 대한 사항이 심사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제2항의 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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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위법성 심사기준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약관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예시

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

방침에 포함한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나. 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4장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

별규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심사한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등),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

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26조의2(동

의를 받는 방법),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개인정보의 파

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1

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32조(손해배상)의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심사지침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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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의 약

관이 이 지침에서 예시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예시)」에 해당되

더라도 구체적인 시장상황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에 위반되지 않

을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
광판방송의 내용과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그리고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범위로는 “규정내에서 정의된 것으로서 카메라가 개인정보

를 캡쳐하는 경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대표에 대한 다른 당사자나 기

관에 의해 만들어진 비디오감시에 대해서 적용가능하다”라고 하여 매우 포괄적

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반면, 적용제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데 화상폰

의 전화와 화상회의 그리고 단순히 녹음기능 없이 비디오가 들어있는 시스템, 
기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카메라 과학적 목적을 가진 카메라, 컨퍼런스나 세미

나, 회의 또는 훈련활동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의 방송이나 녹음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위반행위의 증가로 인한 EU 기관의 결정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기록하거나 방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해석과 예시를 들고 있다.
  1. 가이드라인이 CCTV 시스템을 넘어선 다른 장치에도 적용되는지?
  2.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방송법상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중 “EDPS 

비디오감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161)]

161) EDPS에서 정하고 있는 나머지 두 개의 가이드라인중 “건강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가
이드라인(Guidelin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health data in the workplace 
by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목적만을 명시하고 있
을 뿐 특별히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다른 가이드라인인 “직원채
용에 관한 데이터처리의 가이드라인(Guidelines concernign the processing 
operations in the field of staff recruitment)”에서도 범위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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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구적인 비디오감시시스템만이 가이드라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4. 어떠한 영상도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지?
  5. 만약 감시가 아웃소싱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2. 심사의 원칙

가. 심사를 위한 원칙의 설정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심사자의 심사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어떠한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기준과 이를 실현하기 위

해서 맞추어야 할 초점이 무엇인가가 심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

이 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개인정보 취급방

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신의 

취급방침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보다 신뢰할만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럼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바

탕위에서 고려할 사항은 바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기 위해 심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각이 무엇인가를 심사기

준을 정함에 있어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원칙과 관련해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Dat Protection Act :DPA)은 8개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정보관리자가 이 8가지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그 정보관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DPA 제13

조162))고 정하고 있다.

162) 13 Compensation for failure to comply with certain requirements.
   (1) An individual wh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any contravention by a 

data controll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rom the data controller for that damage.

   (2) An individual who suffers distress by reason of any contravention by a 
data controll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rom the data controller for that distress if—.

     (a) the individual als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the contravention, or
     (b) the contravention relat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special purposes.
   (3) In proceedings brought against a person by virtue of this section it is a 

defence to prove that he had taken such care as in all the circumstances 
was reasonably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concerned.

   특히 여기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에 대한 규정(제1항)과 개별적인 
상황(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이 위반이 특별한 목적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보상의 권리가 있음과(제2항) 이에 대한 정보관리자의 항변가능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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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지침은 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서 먼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약관심사지침에서는 이의 적용기준과 위법성의 심사기준 및 예시를 

들고 있다.
또한 개별항목으로서, 
- 면책조항의 금지/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의 해제・해지/  - 채무의 이

행/  - 고객의 권익보호/   - 의사표시의 의제/  - 대리인의 책임가중/  - 소제기

의 금지 등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적용기준(필요에 따라)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개별항목은 약관규제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판단하기 위한 개별항목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먼저 심의의 기본원칙으로서 심사위원회가 방송심

의를 함에 있어서 가져야할 시각을 

  첫째,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

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규정은 이와 같은 원칙을 각각의 심의사항에 따라 어떻게 적용해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도 대개 비슷하다. EU의 약관관

계지침이나 불공정약관 입법지침, DCFR(공통참고기준초안)에서의 약관규제는 

일관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접근원칙으로서 편입통제와 해석통제를 한다. 그
리고 그 범위도 불공정약관을 판단하는데에 따른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의 약

관에 관한 규제도 유사하다. 독일민법 제307조의 규정하고 있는 약관사용자에 

대한 규정은 보다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사항의 편입통제를 

정하고 있다. 약관에 대한 통제는 단체소송을 통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로 

해결해 간다. 

[약관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의 원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의 원칙]

이 요건을 따르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항변사유로 인
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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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정한 것으로  - 공정성/  - 객관성/  - 권리침해금지/  - 윤리적 수준/  
- 소재 및 표현기법/  - 어린이・청소년 보호/  - 광고효과의 제한 등/  - 방송

언어/  - 기타 사항으로 나누어 심의를 위한 기본원칙을 개별항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

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

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

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

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

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심사를 위한 기준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정하고 있는 우리의 개

인정보보호법이나 OECD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개인

정보처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원칙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이므로 심사목적에 따라서 접근할 경우에

는 원칙을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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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E 개인정보보호 8대 원칙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OECD에서 이미 1978년대부터 시작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관

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라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침

은 공적·사적부문에서의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사생활권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장려, 국내사생활보호입법

에 의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대한 부당한 제한방지, 관련국내법규정과의 조화

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8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데이터의 수집에 제한을 두어야하며 개인데이터 수집 방법은 적법하며 

공정한 수단에 의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주체에 알

리거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정보내용의 원칙 

   개인데이터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 안전 그리고 최신의 것을 가져야만 한다. 
3) 목적명확화의 원칙 

   개인데이터의 수집 목적은 수집시 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서 명확하게 되어

야 하며 그 후의 데이터 이용은 해당 수집 목적의 달성 또는 수집 목적에 

모순되지 않도록 하며 목적의 변경 시에 명확한 다른 목적의 달성에 한정되

어야만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데이터는 명확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있

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나 이용, 그 외의 사

용에 대해서는 금지되어야 한다. 
5) 안전보호의 원칙 

   데이터는 분실 또는 부당한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의 위험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전보장 조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데이터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이 

취해져야 한다. 개인데이터의 존재, 성질 및 주요목적과 함께 데이터 관리자

의 식별, 통상의 주소를 분명히 하기 위한 수단이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7) 개인참가의 원칙 

[OECE 개인정보보호 8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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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다음 4가지의 권리를 가진다. 
    ① 데이터 관리자는 자기 데이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기 데이터를 알 수 있다. 
    ③ ① 또는 ②가 거부되었을 경우는 사유를 들을 수 있다. 
    ④ 자기 데이터에 관한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는 데이터를 소거, 수정, 완

전한, 교정할 수 있다. 
8) 책임의 원칙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고용문제에 대한 데이터 관리자는 상기의 원칙을 실

시하기 위한 조치에 책임을 가진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2장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일반규칙 제1절 

제6조에서는 데이터의 질에 관련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에 따를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

    (b) 특정되고, 명백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들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으로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

으로 데이터의 추가적 처리는 회원국들이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

면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선 아니된다.
    (c) 개인정보가 수집되고/또는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목적에 관련하여 적절

하고 관련있으며 지나치지 않을 것

    (d)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정보로 유지될 것; 정보가 수집되거나 추가

로 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가 삭제되

거나 교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

    (e)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목적에 필요한 것 보다 더 

이상 정보주체의 신원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유지될 것. 회원국

들은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더 오랜 기간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제1항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163)]

163)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n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fficial Journal L 
281, 23/1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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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Schedule 1 (정보보호 기본원칙)

제1장 기본원칙

  1.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조건이 충족

되지 않고서는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a) Sch.2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을 총족하고

    (b)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Sch.3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2. 개인정보는 하나 이상의 특정되고 적법한 목적으로만 취득되어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 안된다.
  3. 개인정보는 처리되어야 하는 목적에 대하여 적절하고, 관련되어야 하며 과

도해서는 안된다.
  4.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필요에 따라 최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5.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초과

하여 보존되어서는 안된다.
  6. 개인정보는 본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에 부합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7. 권한 없는 또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와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손

실이나 파괴,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적, 구조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8. 유럽경제지역 밖의 국가나 지역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는 

그러한 국가나 지역으로 전송되어서는 안된다.

[영국 개인정보보호법]164)

164) 이외에도 영국 BS의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에서 정한 
데이터보호의 8원칙(BS10012)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해
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원칙 -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fairly and lawfully processed)
    2원칙 - 지정된 목적으로만 취득하고,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서는 안

됨(obtained only for specified purposes and not further processed in a 
manner incompatible with those purposes)

    3원칙 - 적합하고, 관계있고, 이 범주를 넘어서는 안됨(adequate, relevant and not 
excessive)

    4원칙 - 정확하고, 최신성을 가짐(accurate and up-do-date)
    5원칙 - 필요이상 저장하면 안됨(not kept for longer than is necessary)
    6원칙 - 이 법에 따른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일치하게 처리(processed in line with 

the rights afforded to individuals under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right of subject access)

    7원칙 - 안전하게 보관(kept secure)
    8원칙 - 유럽 경제 지역 밖의 나라나 지역에서 개인 데이터 처리에 데이터 주체의 권

리와 자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동시킬 수 없음(principle - 
not transferred to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EEA)2 
without adequat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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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Notice) : 조직은 반드시 개인에게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

적과 용도, 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의 유형, 불만이나 의문에 관해서 조직과 

언제나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는 분명하고 충분한 표현으로 최초 정

보수집 시 또는 그 후의 경우 가능한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제3자에게 정보를 공

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선택(Choice): 조직은 개개인의 정보가 (a) 제3자에게 공개되는지 (b) 최초 수

집 목적 또는 개개인이 허가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정보가 사

용될 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opt-out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개인에게는 

분명하고 충분하며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선택사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제공(Onward Transfer):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조직은 통지 및 선

택에 관한 원칙을 실행하여야 한다. 조직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제3자에

게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세이프하버 원칙에 가입하였거

나, 또는 EU 지침 혹은 기타 적절한 방법을 준수하거나, 최소한 세이프하버 

원칙의 관계조항이 요구하는 정도와 동일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한다는 

서면협정을 그 제3자와 체결했다면 그에 따른다. 만약 그 조직이 이러한 요

건을 충족한다면, 조직은 제3자가 제한사항 등에 반하여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제3자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어떠한 제한사항 등에 반하여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안정성(Security): 개인정보 관련 기록을 생성, 유지, 이용 또는 보급하는 조

직은 손실과 오용, 비인가접근, 공개, 변경이나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ation): 세이프하버 원칙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는 

사용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 당초 수집 목적 또는 개개인이 

이후 허가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러

한 목적에 맞게 필요한 경우, 조직은 정보의 원래 목적에 맞는 사용, 정확

성, 완전성, 그리고 최신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접근(Access): 개인은 조직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그 비용이나 부담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비해 그리 크지 않

고,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7. 실행(Enforcement): 효과적인 프라이버시보호는 원칙의 준수, 원칙을 준수하

[미국-EU간 Safe Harbor 7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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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에 의하여 영향받은 개개인을 위한 청구권,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조직에 대한 제재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원칙을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무

엇인가?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취하고 있는 보호의 원칙이 근간이 되어

야 할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규정에서 OECD의 개인정보보호원칙

을 수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조문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집제한의 원칙/최소수집의 원칙(제23조)
- 동의의 원칙(법 제22조)/ 이용제한의 원칙(법 제23조의2, 제24조)
- 통지의 원칙(법 제27조의3, 제30조의2)165)

- 안전보호의 원칙(법 제28조, 제45조,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4, 제49조, 
제63조) 

- 파기의 원칙(법 제29조)
- 이용자이익의 원칙(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 책임의 원칙(법 제32조)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원칙을 표로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의 개인정보 취급원칙이 대부분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외에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은 제63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개인정보

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이용

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8항에서 정

하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정보통신망법 전반에 이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

므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서 개별적인 규정과 비교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비

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

호의 원칙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에 따른 심사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65) 이 원칙은 OECD 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개별규정을 통해 이용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확인이나 유출등의 사고에 대해 알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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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OECD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수집제한/최소수집
의 원칙(제23조) 수집제한의 원칙

특정되고 적법한 
목적으로만 

취득(2원칙)/과도한 
수집금지(3원칙)

최소수집의 
원칙(①)

이용제한의 
원칙(제23조의2)

이용제한의 
원칙/정보내용의 
원칙/목적명확화

의 원칙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1원칙)/최신의 
상태유지(4원칙)

이용제한의 
원칙(②)/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의 
원칙(③)/사생활침

해 최소화의 
원칙(⑥)

안전보호의 
원칙(제28조 등) 안전보호의 원칙

손실이나 파괴, 
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7원칙)166)

안전관리의 
원칙(④)

통지의 
원칙(제27조의3, 

제30조의2)

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167)

파기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기간내에 
보관(5원칙)

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168)

이용자이익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공개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에  
부합한 처리(6원칙)

이용자권리보호의 
원칙(⑤)/익명처리

의 원칙(⑦)

책임의 원칙 책임의 원칙
손실이나 파괴, 
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7원칙)

국외이전의 
원칙(8원칙)

신뢰보호의 
원칙(⑧)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비교]

166) 책임의 원칙과 중복된 내용으로 “권한 없는 또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와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괴,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적, 구조적 조치가 취해져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67)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통지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
별규정을 두고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168)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원칙의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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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집제한의 원칙/최소수집의 원칙(제2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최소한은 당해 서비

스제공에 꼭 필요한 경우로서 그러한 정보가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다. 최소수집은 OECD 개인정보보호 8대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이고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서 정하고 있는 보호원칙의 첫 번째에도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에서도 이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최소한의 범위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원칙을 아무

리 정한다 하더라도 이의 실천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상황이나 해석자에 따라 

얼마든지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169)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보다 명

확하게 규정하고, 그 규정한 목적과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할 것에 대해 요구하였다.170) 결국 당해 개인정보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수집에 있

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필요한의 최소라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사업자의 몫이 될 것이다.171)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

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169) 영국의 한 사례에서 영국정보보호법정은 일정한 상황에서 ‘약간의 추가적 정보’(some 
additional information)의 보유는 허용될 수 있지만, 여론조사양식(canvass form)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답변에서 얻어진 상당한 분량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에 보유하는 것은 주민세의 부과목적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다(Community 
Charge Registration Officers of Runnymede Borough Council, South 
Northamptonshire District Council and Harrow Borough Council v. Data 
Protection Registrar (DA/90/24/49/3)).

170)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
하거나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사용자의 개별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서비스
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할 것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보주
체의 파기요청이 있으면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는 원칙을 방침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17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는데 동 법 제16조 제1항 하반절은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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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하며 본 규

정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나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한 정보에 대한 수집금지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각각에서 정

하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 참

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 관한 규정 비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원칙 수집금지 수집금지 수집금지

유
형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
이나 사생활을 뚜렷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회원국들은 민족 또는 인종
적 기원, 정치적 의견, 종교 
또는 철학적 믿음, 노동조합 
회원자격을 드러내는 개인정
보의 처리 및 건강 또는 성
생활에 관한 데이터

수
집
금
지
예
외

이용자의 동의가 있
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
용된 경우

1. 정보주체에게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
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
보의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
전정보

4.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
감호, 치료감호, 보
호관찰, 선고유예
의 실효, 집행유예
의 취소 등 범죄경
력에 관한 정보

1.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가 
있는 경우

2. 고용법 분야에서 의무이행
과 권리행사의 경우

3. 정보주체가 신체적 또는 법
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핵심적 이익의 필요)

4.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또
는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172)

5. 정보주체가 명백하게 공개 
또는 법적 청구의 제기, 수
행 또는 방어에 필요한 경
우

6. 예방의학, 의학적 진단, 처
치 또는 치료, 헬스케어서
비스의 관리의 목적으로 
데이터의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8. 범죄, 유죄판결 또는 담보
조치에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의 경우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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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

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

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

수집제한의 원칙에서 판단할 수 있는 민감정보의 수집금지와 수집금지의 예

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하고 있는 노동조합, 정당의 가

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부 및 EU에서 정하고 있는 

민족, 인종적 기원, 종교, 철학적 믿음 등을 모두 포함하도라도 법규정의 해석상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집금지의 예외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히 허용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수집금지에 대한 단서조항(제23조 제1항 단서)은 개인정보보

호법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상 수집금지

예외조항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대상으로 허용된 

경우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입법례-법에서 허용하는 민감정보의 수집]

172) 다만, 처리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단체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기적 접촉을 가지는 자
에만 관련되어야 하고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
건으로 한다.

173) 이 경우는 공적당국의 통제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고 국내법에서 적절한 특정의 보호
장치가 규정되어 있다면 적절한 특정의 보호장치를 규정한 국내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부여할 수 있는 예외를 조건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유죄판결의 완전한 등록부는 
공적당국의 통제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회원국들은 행정적 제재 또는 민사사건의 판
결에 관련된 데이터 또한 공정당국의 통제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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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

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

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

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

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

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

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

하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

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

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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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

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 병역법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징병

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徵兵檢査專門醫師)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
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동의의 원칙(법 제22조)/ 이용제한의 원칙(법 제23조의2, 제24조)

동의의 원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시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의받은 목적이나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

칙이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

자에게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개인정보의 남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동의의 원칙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이용

제한의 원칙과 같은 맥락을 가지므로 동의의 원칙 자체만으로 하나의 심사원칙

을 정하기 보다는 이용제한의 원칙내에 동의의 원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제한의 원칙은 동의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과 함께 포괄적인 

이용이나 무분별한 제3자 제공 또는 이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용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이다. 특히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

해 목적한 범위내에서만 이용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정하고 있으며 OECD 8원칙

이나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명확하게 이용제한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서 수집목적을 미리 

특정하고 가능한 ‘고지’ 또는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동의

는 반드시 모든 것에서의 동의라고는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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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 공공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프라이버시법과는 달리 민간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없이 신용정보, 학교정보, 비디오대여정

보, 통신정보와 같이 분야별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을 뿐이며 특히 민간부분에

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EU와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간 차이에 따른 

통상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된 Safe Harbor원칙 중에서 고지나 제공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과 용도,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의 유형, 불만이나 의문에 관해서 조직과 

언제나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 및 방

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정보수집 또는 그 후에 가능한 빨리 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의 원칙은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또는 가능한 

조속히 정보수집의 목적과 용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

의 원칙을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공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정보주

체가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174)

라. 안전보호의 원칙(법 제28조, 제45조,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4, 제49조, 

제63조)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

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이용

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OECD 안전보호의 원칙에서는 데이터는 분실 또는 부당한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의 위험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전보장 조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

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안전보호의 원칙

은 모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권한없는 또는 불법

174) 정찬모・이창범,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정보주체의 동의원칙, 정보화
정책 제16권 제4호, 2009, 118~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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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

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

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

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

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

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

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

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

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괴,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적, 구조적 조치가 취해져한 한다는 점과 미국 Safe Harbor 7원칙 

중 안정성에 대한 원칙은 모두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으로써 제28조에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로

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제
45조), 정보보호 안전진단(제46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47조), 이용자

의 정보보호(제47조의3) 등을 통해서 안전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상에 포함되어 야 할 사

항에는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으로써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

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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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지의 원칙(법 제27조의3, 제30조의2) 

통지의 원칙은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내에서 사용하

고 있는지 또는 분실・도난・누출 등의 경우에 즉각적인 통지가 이루어짐으로

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통지의 원칙은 앞서 OECD와 EU, 영국,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

칙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의 원칙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별

규정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상황이나 유출등의 

사고발생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마련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

27조의3과 제3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도 통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

해가 확산되는 일련의 사태로 특히 주목받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이용자의 

알권리를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통지의 원칙에 대한 사항도 앞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취급방침에 포함될 사항으로써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파기의 원칙(법 제29조) 

파기의 원칙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는 틀림

없다. 비록 OECD 8원칙상에서 파기해야 한다는 명문의 표시는 없지만 목적명

확화의 원칙이나 이용제한의 원칙이 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EU 개인정보처리지

침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으로 더 이상 처리되지 않아

야 한다고 하는 규정,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초

과하여 보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 등은 모두 이 파기의 원칙을 기반으

로 한다.
따라서 이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파기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파기의 원

칙은 이용기간 내지 이용목적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가 보유하거나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의 누출 등 사고발생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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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목적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

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사. 이용자이익의 원칙(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보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열람권 및 삭제권등을 가진다. 나아가 만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으로서 분쟁이 발

생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OECD나 EU 등에서

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은 이에 대하여 좀더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30조 제3항에서 개인정

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용자 이익의 원칙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는 이용자의 권리가 명확하

게 표시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사항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심사하

는 경우에는 심사의 원칙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아. 책임의 원칙(법 제32조)

책임의 원칙은 OECD 개인정보 8원칙상 8번째 원칙으로서 명시되어 있고 영

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 7번째 원칙

에서 권한없는 또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와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손실

이나 파괴, 손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술적, 구조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175)을 통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및 현행 개인

175)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 원칙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7조로부터 기초되어지고 
있으며 책임의 원칙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안전보호의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분
명한 접근이 되겠지만 이규정을 통해 정보처리자의 책임이 유추될 수 있다. EU 개인정
보보호지침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관리자가 특히 처
리가 통신망에 대해 데이터의 전송을 수반하는 경우에 우연하거나 불법적 파괴나 우연
한 소실, 변경, 허가받지 않은 공개 또는 접근 및 처리의 모든 다른 불법적 형식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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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

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

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법 제39조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책임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더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이유 유사하게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제39
조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면서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사항까지도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비교]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취급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와 과실, 손해의 발생 

및 위법성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176) 그러나 민법상 피해구제

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적절한 기술적이고 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그 이행의 기술 상황과 비용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는 처리와 보호되어야 하는 데이터
의 성격에 의하여 나타나는 위험에 적절한 보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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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에서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가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

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를 두고 있고(민법 제755조~제759조) 
특별법을 통해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이와 같다. 
문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진일보했다 하더라도 실

질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산적 손해이건 비재산적 손해이건 적극적 손해이건 

소극적 손해이건 불문하고 현실적인 손해가 존재하면 되지만 손해액 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77)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법적 제재의 접근방식 주로 사업자에 대하여 하는 

징벌적 제도만이 존재하고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구제수단에 따

라야 하는 실정이다. 즉, 「정보통신망법」의 제70조부터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은 모두 위반자에 대한 행정벌로써 피해구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

며, 동법 제32조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발생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입

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전자서명법」제26조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

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과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의무가 공인인증기관에 전환되어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피해발생에 과실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토록 함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은 규정내용은 비슷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상황은 다르

다. 즉,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의 배상책임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

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여기에서는 손해의 발생이 일단 전제되고 그

176)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77)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 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62.3.22., 
4294민상1259; 대법원 1996.6.11., 98다22857; 대법원 2001.1.19., 2000다5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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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배상책임의 부분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전환하였을 뿐, 
피해의 발생과 그 발생한 피해와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용자가 입증해

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본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구제를 받

기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 그 구제를 호소할 수 밖에 없고 소

송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178) 
여기에서 다룰 책임의 원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책임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

서 출발한다. 피해는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피해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생

한 개인정보 누출사고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구제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소송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구제절차에 대해서

도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음에 머무르

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누출사고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이도 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하는 정

보통신망법 제32조를 개선을 모색해볼 필요도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없음에 대한 

입증과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피해의 구제가 이루어질 때, 이용자로서는 단순히 개

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이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

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도 없다. 또한 단순히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의 고의․과실의 문제는 결국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얼마만큼 

잘 준수하고자 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

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그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만 가지고는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인 문제로서 개인정보의 누출 그 자체가 손해의 발생과 

연결된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이론적 구조를 다시 만들어 갈 

필요가 있고, 나아가 손해의 입증과 관련한 문제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약책임의 경우 입증책임은 채무불이행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중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 

178) 이를 예가 2012년 7월에 발생한 KT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관한 
사례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집단에서는 피해구제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중에 있지만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는 피해보상 범위가 아니므로 정보유출로 다른 피해가 
생겨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실질적은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선닷컴 2012.8.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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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면 되어 손해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불법행위책임

의 경우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증명하지 않으면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

자간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은 계약책임의 범위라고 봤을 때 사업자는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

만 입증하면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불법행위책임의 범위라고 보면 유

출사실과 함께 피해사실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유출은 단순히 입증책임의 전

환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법적관계부터 다시한번 심층적

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범위를 확정짓는 시도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원칙으로서 책임의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논의의 선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179)에서 정하고 있는 몰의 의무를 이와 같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

179) 유사한 예로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의 내용도 참고할만 
한 예가 된다.

    - DC(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회사”
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
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
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
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
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
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거
래처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이
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거래처가 제20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가 제16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은행은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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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좋은 예이다.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조항]

■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

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

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

습니다.

3. 다른 법률관의 관계

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과 개인정보보

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다. 향후 개인정보 취급방침

에 대한 심사규정이 마련되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위나 성질

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지만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

신망법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은 적용대상이 다르

다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정보통신망을 통

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항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은 먼저 정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통지서비스(FAX 등)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주의로 인하여 거래처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은
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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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

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해석의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여기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의 규정이 그 다음에 적용된다.180)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규

정의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이 정보통신망상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공개

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면 모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다른 법

률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적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나.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1)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와는 달리 약관에 관한 규정

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규정은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을 짓기가 어렵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사업자가 미리 작성해서 공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

는 형식을 띄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과 유사한 형태를 보

인다. 즉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사이에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경

우에도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180)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공공 ·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서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사업자/ 국회, 법원, 헌법재
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부처, 지차제, 공사, 공단, 학교 등 전체 공공
기관/ 사업자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하면 적용범위는 영상정보처
리기기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자파일 형태 외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이벤트 응
모권 등 수기문서를 포함하지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보호법에 이의 내용이 있으
면 이 법이 먼저 적용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
감정보 처리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권리
침해 중지 단체소송 등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수범자(포털, 망사업자, 금융기관 
등)에게도 모두 적용된다(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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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마련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약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

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라고 함으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계약(약관)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181)

그렇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약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계약의 내용이 되

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란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와 당사자의 의사

표시 그리고 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된다.182)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방침

에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은 개인정보제공과 이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도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

된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법에서는 사업자에게 공개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취급방침 그 

자체에 반드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는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방

침에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기준(안)에서 

개별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에 대한 동의가 아님을 명

확히 하고 있어 계약성립183)을 위한 행위로까지 확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계약의 한 부분(계약체결

181)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1.12, 여기에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효력(제3항)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일반에게 공개
한 것으로 정보주체에 대한 약속이므로 외형상으로는 약관과 비슷하지만 계약으로 내용
으로 편입하려는 절차(고지・설명・동의 등)가 없기 때문에 약관과 달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약속으로서 효력은 있
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해석한다.

182) 노종천, 채권법론, 형설출판사, 2004, 291-292면.
183) 계약성립은 당사자의 청약(민법 제527조) 및 승낙의 의사표시(민법 제111조, 제528

조~제532조)가 합치하여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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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민법 제535조)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한 여지는 있다.184) 즉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내용과 이의 공개자체는 독립하여 계약내용으로 구성되기는 어려움이 

있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계약의 한 부분으로서 본다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약관으로서의 해석도 가능할 것

이다.185)

이에 비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정보통

신서비스의 제공계약(약관에 의한)을 체결하기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의 단계까지 가지 않은 약속(준법률행위적 요소)으로서 계약과는 다르다는 

측면의 해석도 가능하다.186) 예컨대 약혼과 같이 당사자간에 혼인하기로 약속은 

하였지만 완전한 혼인의 법률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처럼 명백한 계약의 단계는 아니더라도 준법률행위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87)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해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법적 이론을 구

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약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자가 미리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

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개인정

보보호법의 해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하게 볼 때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은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

급방침의 내용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의 

단계로서 동의를 하는 의미보다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있어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단계로서 동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확장된 

느낌도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봤을 때는 약관규제법의 적

용을 받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무효를 주장할 

184) 계약체결단계가 계약의 성립으로서 발전하지 않는 이상 계약으로서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계약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책임이 성립할 수 없고 
이러한 전제에 기하여 계약책임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책임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나 법정책임으로 이론을 
구성하여야 하지만 계약체결단계에 진입한 당사자 간에는 신의칙상 서로 상대방의 신뢰
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면에서 계약체결단계에서의 당사자 책임의 문제를 신뢰보
호의무의 문제로 접근하여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
임으로 포함시켜서 계약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노종천, 앞의책, 300면).

185) 이민영, 앞의 논문, 19면.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무를 구체화하는 일종의 약관으로 보고 있다.

186) 앞의 행정안전부 해설서 참조.
187)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1, 214면. 여기에서는 준법률행위는 적법행위에서 법

률행위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법률요건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법률행위가 아
닌 점에서는 공통된 면이 있지만 그 유형이 워낙 다양하여 그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기 
어렵고 그래서 민법도 각 유형별로 따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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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관의 정의(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

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약관은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일방성), 다수

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일반성). “다수”는 

약관의 집단적, 반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판

단할 사항이고,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를 불문한다.
  나. 약관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형식성)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사전

성).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개별적인 교섭(흥정)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손으로 쓴 것도 약관(수기약관)에 해당되나 구술로만 계약한 것은 

약관이 아니다. 
  다. 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와 고객사이에 이미 

체결되었거나 장래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한다. ○○약관, 계약서, 약정

서, 규정, 규약, 규칙, 회칙, 특별약관, 특약조항, 부가약관 등 명칭을 불문

하고, 계약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나 별지로 되어 있거나 영업소나 출입

구에 게시되거나 상관이 없으며, 약관이 소위 유일조항인지 다수의 조항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아니한다.
  마. 약관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에게 보다 유리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소

비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이러한 전제

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적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개인정보 취급방침 그 자체와 정보통신망법만을 고려했을 

때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계약의 내용이 되고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의 적용

을 받는 다는 것에까지 이론을 확장하는 것은 분명 지나치다. 그렇지만 개인정

보 취급방침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하고 나아가 소

비자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통해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이용자의 보

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약관심사지침에서 해석하고 있는 약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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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익 조정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개별약정으로 약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러나 약관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약관으로 남게 된다.

 2. 약관인 경우(예시)
  가.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규정, 지방

공단의 점포임대차 계약서

  나. 금융·보험약관, 운송약관, 병원이용약관,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
임대차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가맹점계약서, 용역경비계약서, 주차장이용약

관, 요양원입원계약서, 체육시설 이용약관, 학원이용약관, 휴대폰 등 통신

서비스약관, 인터넷서비스약관, 게임약관

  다. 여관,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유일조항

 3. 약관이 아닌 경우(예시) 
  가.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이용료, 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 

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나.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다.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

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나. 법규정 경합의 문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하더라도 법적용은 이처럼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넓은 의미로 해

석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규정 경합188)과 충돌189)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

188) 법규범의 경합이란 하나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
로 다수의 법규점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모두 적용될 수 있다.

189) 법규범의 충돌은 경합과는 달리 어느 한 규범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범의 적용이 배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규범들 간에는 추상적 의미 내용에 따라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규범의 충돌의 경우에는 그 규범들 중 어느 하나만이 적용
되고 다른 하나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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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 특별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반면 약관규제법과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는 약관규제법

이 민법의 특별법이고 약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법이나 특별법

의 단계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법의 경합의 문제190)로 해결해 가야 한다. 그
러나 대개 법조의 경합문제나 충돌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그 해결점을 

찾기 때문에191) 규제기관의 법적용상의 경합이나 충돌문제를 해석하기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규제기관의 법적용은 당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192) 
즉 약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공정거래위원

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내지 명령(약
관규제법 제17조의2)을 할 수 있으며, 약관의 심사와 조사 및 행정벌 처분을 내

릴 수 있다. 같은 사안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193)에서 작성하고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

호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에 따라 행정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결국 개인정

보 취급방침의 내용자체가 불공정한 내용인지 여부와 법률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로 나누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의 개별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약

관규제법상의 불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게 된다. 문제는 단순히 개인

정보 취급방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내용이 불공정으로서 판단될 수 있는냐 하

는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190) 법조경합의 경우 적용될 하나의 법률을 찾아야 하는 실천적인 의의는 행위자의 행위
에 대한 이중 혹은 중복적 평가를 피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김성돈, 법조경합의 유형
과 그 판단방법, 법조 제1호, 2005, 63면).

191) 예컨대 택시기사가 운전 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시켜 승객에
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390조가 경합할 수 있다. 우선 승객
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운송계약의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각각 독립해서 성립하며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대법원 
1983.3.12., 82다카1533 청구권경합설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피해자는 두 청구권 중에
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92) 이중처벌의 문제, 일사부재리의 원칙문제, 과잉금지원칙의 문제 등 다수의 논란이 있
어 왔다.

193) 여기에서의 위반은 이 법 제27조의2의 규정인 작성 및 공개규정을 위반한 것을 의미
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는 과태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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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업자가 임의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정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공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보다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앞서 살펴본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점에서 최종적인 적용은 불공

정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보다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 

보다 이용자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불공정의 기준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판단했을 때 

불공정하다는 사항은 판단될 수 있어도 이를 근거로 한 이용자구제는 다른 차원

이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제재는 그 조항이 무효이므로 계약의 내용

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점과 약관규제법 제32조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불공정약

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이다. 일반적인 약관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의 경우는 개

인정보 취급방침 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불공정성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이용자로서는 무효조항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심사와 법위반에 대한 제재는 정보통신망

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위반에 대해서 명목상이라고 하더라도 손

해배상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고 이용자구

제가 용이해 진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의 운영을 위해 그리

고 그 운영목적으로 위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규제기관

의 법적용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보다 유용한 것이지만 보다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충돌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경합문제로 접근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약

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약관규제법의 규정이 이

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Ⅲ. 심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 도입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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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

어야 한다.  

 1. ~ 7. (생  략)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및 심사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

어야 한다.  

 1. ~ 7. (생  략)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자는 개인정보 취급방

침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에 관한 심사를 방송통신위원회 또

심사에 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작성 및 공개

에 관한 규정이 법 제2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심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심사에 관한 사항중에

서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근거

-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에 추가할 사항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의 구체적 운영(심사기준, 심사절차, 심사위원)에 대

한 위임규정

- 심사기관의 선정 및 심시기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근거규정 

- 심사결과 미이행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치

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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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및 심사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

현행 개정(안)

<④~⑦ 신설>

는 인터넷진흥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단체

 2. 이용자 또는 소비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

 3.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방

침에 대한 심사의 필요에 따라 사전

에 심사계획을 마련하고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내용과 절

차 및 심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표준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

다.

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추가할 사항에 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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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

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

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

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

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

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

번호 등 연락처

<7~10번 항목 신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

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

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

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

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

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

번호 등 연락처

 8. 개인정보의 안전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이용 및 누출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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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

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

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

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

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

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

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

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

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

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

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

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

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

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

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

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

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

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

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라. 심사기관의 선정 및 심시기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근거규정 

심사기관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심사기관으로 하더

라도 실질적인 심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범위 신설에 관

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1)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범위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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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

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6의1 항목신설>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 21. 생  략

④ ~ ⑦ 생  략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

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6의1.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 심사위

원의 운영, 심사마크의 부여 등 심사

제도 운영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 21. 생  략

④ ~ ⑦ 생  략

현행 개정(안)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

하여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

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에게 위임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

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

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개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

하여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

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에게 위임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

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

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개

(2)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를 위한 자료조사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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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

리소장에게 접수된 사항만 해당한다)

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

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

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

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

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

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

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

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

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

의5까지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

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

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

리소장에게 접수된 사항만 해당한다)

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

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

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

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

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

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27조의2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제

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

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

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

의5까지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

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

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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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

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의2 신설>

⑤ ~ ⑪ 생  략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

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의2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후 법위반사실이 발

견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정권고를 

한 이후에 전4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

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

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

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

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

마. 심사결과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치(안)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2) 시정권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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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 2의2를 2의3으로 변경 및

2의2 항목 신설> 

 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 1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4. (생  략)

④ ~ ⑦ 생  략

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

른 심사결과 제64조 제4항의2의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 1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4. (생  략)

④ ~ ⑦ 생  략

현행 개정(안)

<조문 신설>

제14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 

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법 

제27조의2 제2항에 열거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와 개

별항목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별

규정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심사한

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서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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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정한 전문가가 1인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

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2. 개인정보분야의 전문가

 3.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이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

은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

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

은 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대상이 선정되

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

실시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통보한다.

 1. 심사대상 선정기준

 2. 심사일정 및 심사서류 제출기일

 3. 심사를 위한 준비서류 목록

 4.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통보일

⑤ 심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과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Ⅰ. 총칙

1. 목적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3.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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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법”이라 한다)」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 법 제27조의2에

서 따라 만든 취급방침의 내용이 법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

보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

는다.

  (2) 생존하는 자연인이 개인정보 보호대상이 되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사망한 자의 정보가 유족 등 후손

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3)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

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

나. “민감한 개인정보”란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

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2)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작성하여 공개하

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충족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의 기본원칙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을 

적절히 적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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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수집의 원칙(법 제22조, 제2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한다.

나. 이용제한의 원칙(법 제23조의2, 제24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내지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

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호의 원칙(법 제28조, 제45조,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4, 제49조, 제

6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통지의 원칙(법 제27조의3, 제30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파기의 원칙(제29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

한 이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용자이익의 원칙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에 대한 법규정 준수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해석 및 적용을 하여야 한다.

사. 책임의 원칙 :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 개인정보 누출 등에 따른 배상책

임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Ⅱ. 공통사항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방법

심사대상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한다.

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

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

는 방법

다.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

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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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표시사항(법 제27조의2 제2항) 포함여부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라.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

침에 포함한다)

마.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아. 개인정보의 안전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자. 개인정보의 이용 및 누출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차.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3. 변경사항(법 제27조의2 제3항)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

라 변경하는 이유와 변경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4.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동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의 동의일 뿐 개별 내용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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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기준

1. 일반원칙

가. 최소수집의 원칙

(1) 적용기준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법 제23조 제2항의 최소수집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

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최소수집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를 심사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1) 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2) 심사기준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로서 이의 정보가 없어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최소수집의 기준에 위배된다.

(나)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소한도의 정보외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에는 별도의 이용자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

도 서비스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서

비스이용이 불가능하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다

른 방법으로 이용자에 관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집하는 행위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라) 이용자의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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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

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라도 당해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

스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 기준에 위배된다.

(마)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도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나. 이용제한의 원칙

(1) 적용기준

(가) 법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63조가 적용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의 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

한 이용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구체적

인 이용범위를 지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 번의 동의로 지나치

게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을 위한 초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단계에서 그 내용을 표시하고 (가)항목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

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영업의 범위내에 포함된 목적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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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동의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제공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도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즉, 이용자와 계약한 주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부가적

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것은 그 성격이 개인

정보 제3자 제공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위탁업무에 대해 표시

하고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

지 않을 수 있다.

(사)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의 고지

와 동의는 국외 이전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

에는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표시

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제3자의 제공보다 범위가 넓은 의미를 가진다. 

즉,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를 

국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나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의해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국외로 옮겨지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각각의 목적이 명확

하게 이용자에게 표시될 필요가 있다.

(2)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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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당해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한

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수의 뜻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위

배된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최

소한의 제공에 그쳐야 하며 사업연관성이 없는 제3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없는 경우 등은 이 기준에 위배된다. 최소수집인지 여부의 입

증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

각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라도 이를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개

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에 대한 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입

증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개

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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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는 경우

라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갈

음하는 것이지 동의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당해 내용

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이

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부 업

체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자는 재위탁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 

또는 공개・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개인

정보 취급방침 상 위탁자가 이용자에 대한 동의 혹은 공개・통지절차 없이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재위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외에 별도로 국외 

이전에 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이전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3자 제공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이 기준

에 위배된다.

다. 안전보호의 원칙

(1) 적용기준

안전보호의 원칙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45조,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4, 

제49조 및 제63조가 적용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조치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야 한다.

 

(2) 심사기준

(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

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

치의 설치 및 운영 여부

  2)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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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

치를 취했는지 여부

  4)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법 제45조가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사용

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의 내용으

로서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

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해졌

는지 여부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4) 다음 각호의 사업자인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및 인

증기간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시행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취하여

야 할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사전에 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3)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4)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

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시하였는지 심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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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

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라. 통지의 원칙

(1) 적용기준

(가) 법 제27조의3, 제30조의2에 따라 분실・도난・누출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실

질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한다.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

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

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

의 내용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

려야 한다.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2) 심사기준

(가) 이용내역의 통지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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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개인

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은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3자에

게 제공하거나 취급위탁을 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며 개

인정보 취급방침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누출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홈페이

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

는 경우로서 이용자로부터 연락처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수집한 연락처가 수

신불가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

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마. 파기의 원칙

(1) 적용기준

(가) 법 제29조에 따라 이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필요한 목적을 달

성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및 사업을 폐업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3년이상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그리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한 기간이 개인정보 파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등은 3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

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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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필요한 목적은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외의 이용목적을 위한 기간으로 판단

하여서는 안된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도 서비스제공을 위한 보유기

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광고나 기타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으

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심사기준

(가) 이용자가 3년이상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3년동안 당해 

웹사이트의 접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구체

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고 이러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단순히 필요

상 분리 저장・관리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바. 이용자이익의 원칙

(1) 적용기준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이

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에서의 동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과는 별도로 받아

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취급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항목으로 표시

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그 법정대리

인이 동의의 권리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기전에 아동의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

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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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

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

로 하되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와 같

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

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

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

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

를 얻는 방법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

는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

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사. 책임의 원칙

(1) 배상책임

(가) 적용기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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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심사기준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출등의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물리적 손해의 입증을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

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도 이 기준

에 위배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

자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 기준에 위

배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서비스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와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

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

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배

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2) 면책에 관한 사항

(가) 적용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여기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없음의 입증은 법 제28조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법규정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한다.



- 173 -

(나) 심사기준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규정준수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규정준

수를 전제로 면책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

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은 이 기준에 위배된다.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가 이

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을 정함에 있어 그것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의 서비스제공사항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

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

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

인정보 취급방침에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별항목 심사기준 

가. 적용기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별항목 심사기준은 앞의 1.일반원칙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 외에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심사대상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형식적인 내용을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나. 심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이 법 시행령 제12조 동의획득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이용자의 동의의사를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지 판단한다.

(나)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서비스제공을 위한 초기의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 동의단계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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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추가적인 이용목적이 발생했거나 수집 및 이용목

적이 변경된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상 변경내용을 표시하고 별도

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

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성명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각각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 일괄적으로 표시한 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나)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수탁자에게 취급위탁을 하는 경

우에는 전체 수탁업체 명을 열거하여 동의를 얻고 있는지 판단한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간과 일치하여야 하

며 서비스제공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한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이 정해져 있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표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다)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내용을 표시

함에 있어 다른 법률의 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보존이유가 일치하

는지 판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

침에 포함한다)

(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다르므로 이에 대

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자 제공의 경우임에도 취급위탁의 경우

로 표시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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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은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의 서비스제공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 범위내에서 업무의 내

용이 표시되고 있는지 판단한다.

(다)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과 공개・통지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지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통지로 처리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을 표

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쉬운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서 정보제공시의 동의절차와 동일한 방법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편

의에 따라 행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지 판단한다.

(나)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한 후에

는 이용자의 권리행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리내용과 법정

대리인의 권리내용 및 법정대리인의 행사방법을 표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포함하여 사전에 이

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만일 개

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 176 -

(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예외사항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Ⅳ. 심사절차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사전심사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 및 공개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단체는 한국인

터넷진흥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요청서

   (2)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문

   (3) 개인정보 취급방침 작성 근거자료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사전심사 요청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의견과 개선사

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개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건전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하여 심사의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사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사계획을 통지한다.

나.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

침과 취급방침의 마련 근거가 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개선사항)을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개선사항) 통보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선내용에 대한 이행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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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심사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심사를 마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 변경심사를 받

아야 한다.

   (1) 변경심사신청서

   (2) 변경전 개인정보 취급방침

   (3) 변경후 개인정보 취급방침

   (4)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신규심사

와 동일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경심사를 실시한 후 전 2번의 (3)항목

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 심사위원회 회의는 3회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개

최한다.

4.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관련 부서의 부서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운영팀장

  (2)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4)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

  (5)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6)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다. 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를 진행하며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개선의견)을 작성한

다.

라.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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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견진술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인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위반사실과 의견진술일시, 의견진술 장

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의견진술의 통지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

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

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

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통지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

우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6. 이의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수정

가.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시 심사를 진행한 후 신청결과

를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개선사항)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개선사항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선

한 후 개선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표시마크의 사용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후 심사의견에 따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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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받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

흥원에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표시마크를 사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심사를 받은 후에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및 심사)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취급방침의 심사)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심사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관련 부서의 부서장 또는 개인정보 취

급방침 운영팀장

  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

  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마.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제3조 심사위원의 업무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실

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7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의견청취

  3. 심사의견서의 작성 및 개선권고(안) 마련

  4.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권고(안) 마련

4.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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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실시에 따라 구성되며 방송통신위원

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지명한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

다. 

③ 심사위원장이 심사회의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으며 각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심사회의

① 심사회의는 5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충분한 심사

를 위하여 최소 3회 이상의 심사회의를 열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3회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직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출석시

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심사의견 및 개선의견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개선의견은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

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

넷진흥원의 조정하에 심사의견을 마련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심사결

과 및 개선의견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 수당지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은 심사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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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 법 제27
조의2에서 따라 만든 취급방침의 내용이 법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이

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 다

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생존하는 자연인이 개인정보 보호대상이 되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사망한 자의 정보가 유족 등 후

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제 2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고시(안)의 해설

Ⅰ. 총칙

1. 목적

[규정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정보통신망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보통신사

업자가 작성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상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심사함으로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억제하

고 누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이용자를 보호하는데에 있다. 그러므

로 이 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을 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켜야할 원

칙과 기준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규
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

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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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
(2) “민감한 개인정보”란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

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

는 정보

[규정취지]
개인정보에 대한 용어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용어정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에 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제한의 원칙에 

따라 수집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어떤 정보가 해당하는지 

예시적으로 표시하였다.

3.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

을 통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운영되

고 있는지 여부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충족하

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규정취지]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이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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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을 

적절히 적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

은 다음과 같다.

(1) 최소수집의 원칙(법 제22조, 제2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한다.
(2) 이용제한의 원칙(법 제23조의2, 제24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

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내지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3) 안전보호의 원칙(법 제28조, 제45조,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4, 제49조, 

제6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

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통지의 원칙(법 제27조의3, 제30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파기의 원칙(제29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이익의 원칙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에 대한 법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용자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해석 및 적용을 하여야 한

다.
(7) 책임의 원칙 :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 개인정보 누출 등에 따른 배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의 기본원칙

[규정취지]

심사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심사자의 심사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사를 하고자 

하는 기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추어야 할 초점은 심사의 목적을 달성하

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한 이용자

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신의 취급방침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신뢰할만한 환경을 구축하고 나아가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고려할 사항은 바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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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
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

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

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9

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를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심사의 기본원칙

을 설정함에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고

려되고 이 원칙의 배경이 된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이 우선적으로 참고되

어졌다. 또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영국의 개인정

보보호법상 보호원칙 그리고 미국의 Safe Harbor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현

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원칙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Ⅱ. 공통사항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방법

2. 필수표시사항(법 제27조의2 제2항)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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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

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개인정보의 안전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이용 및 누출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

라 변경하는 이유와 변경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의 동의일 뿐 개별 내용

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되어 있는지 판단한다.194)

3. 변경사항(법 제27조의2 제3항)

4.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동의

[Ⅱ. 공통사항의 규정취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심사함에 있어 가장 먼저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공통사

항이다. 여기에서의 공통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각 

19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2011.11.28.) 35면에서도 개인정
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의무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명
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므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문을 게
재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적절한 조치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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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준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법 제23조 제2항의 최소수집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

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최소수집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를 심사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가) 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다)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2) 심사기준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로서 이의 정보가 없어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최소수집의 기준에 위배된다.

나.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소한도의 정보외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에는 별도의 이용자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

도 서비스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서

비스이용이 불가능하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항목별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의도를 반영한 내용인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형식적인 내용이 법규정을 준수하는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Ⅲ.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기준

1. 일반원칙

가. 최소수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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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다

른 방법으로 이용자에 관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집하는 행위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라. 이용자의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이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

인정보로 허용된 경우라도 당해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제공

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 기준에 위배된다.

마.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도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예시]

가.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고객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메

일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로서 온라인 상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및 생년월일이 최소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나 이용자의 주소를 요구하

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는 제외한다.

[규정취지]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첫 번째 접근방법

이다. 일단 수집하여 이용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최소한도로 수집하는 것이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

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용자입자에서는 이처럼 최소한의 정보를 주길 원하는 

반면 사업자로서는 다양한 이용자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보다 많은 마케팅에 활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원한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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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기준을 정

한 규정은 없음

-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취

지상 민감한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아닌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수집이 가능하며 동의없

이 수집가능한 경우는 다

음과 같음.

1.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

서 경제적·기술적인 사

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

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

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

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

(a)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b)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

거나 계약체결전 정보주

체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c)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의

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

우

(d)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e)공공이익 보호 또는 개인

정보처리자 및 제3자의 

공적권한 행사(직무이행)

를 위해 필요한 경우

(f)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자

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

해 필요한 경우(다만, 정

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

를 목적으로 한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함)

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수집의 원칙은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최소한의 수집이 되는지에 

대해 자신의 사업영역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최소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환경에 맞춘 심

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것이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부담범위를 넓히는 것이므로 

동의를 받은 민감정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집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개인정보 수집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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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

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네이버 롯데닷컴 Facebook

<일반 회원가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

번호, 별명, 연락처(메일주소, 휴대

폰 번호 중 택일), 가입인증정보

<실명확인 회원가입 : 선택적 주민

번호/아이핀 가입>

-성명, 실명인증값, 아이핀 회원은 아

이핀 번호, 생년월일, 성별, 아이

디, 비밀번호, 별명, 연락처(메일주

소, 휴대폰 번호 중 택일), 만 14

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가입

인증정보

<단체아이디 회원가입>

-단체아이디, 회사명, 대표자명, 대

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주소, 

단체주소, 관리자 아이디,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부서/직위

-선택항목 : 대표 홈페이지, 대표 

팩스번호

<외국인 일반 회원가입>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

밀번호, 별명, 연락처(메일주소, 휴

1) 일반회원

필수입력사항

-이용자의 식별을 위한 내용 : 이

름,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문시의 상품 배송을 위한 내용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약이행의 연락 및 안내 등의 고

지를 위한 내용 : 이메일주소, 이

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우

편물 수신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내용 : 비밀번호연상

문구/답변

-만 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 법정대리인의 이름, 연락

처, 이메일주소

선택입력사항

-회원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직업, 차량 소유여

부, 생년월일, 결혼여부, 결혼기념

일

Facebook

에 가입하

려면 이름

과 이메일 

주소, 성

별, 생년

월일 정보

를 제공해

야 합니

다. 

[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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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 번호 중 택일), 가입인증정보

<외국인 실명확인 회원가입>

-국내 외국인 가입자 : 성명, 실명인

증값, 아이디, 비밀번호, 별명, 연

락처(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중 택

일),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등록번

호로 실명인증한 자는 국적, 만 14

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가입

인증정보

-해외 외국인 가입자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별명, 연락처(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중 택일), 국적, 성별, 

생년월일, 가입인증정보

둘째,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처

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

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Address, 쿠키, 방문일시, 서비

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셋째,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한 부

가 서비스 및 맞춤식 서비스 이용 

또는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만 아래

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

니다.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대해 동의

를 받는 경우

넷째, 유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결제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 카드사명, 카드

번호 등 

-휴대전화 결제시 : 이동전화번호, 

2) 외국인회원

필수입력사항

-이용자의 식별을 위한 내용 : 이

메일주소, 국적,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ID), 비밀번호

-계약이행의 연락 및 안내 등의 고

지를 위한 내용 : 이메일주소, 이

메일 수신여부, 휴대폰번호, SMS 

수신여부

선택입력사항

-주문시의 상품 배송을 위한 내용 : 

국내주소, 결혼여부, 결혼기념일

3) 법인회원

필수입력사항

-이용자의 식별을 위한 내용 : 사

업자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담당부

서, 담당자명, 아이디(ID), 비밀번

호

-주문시의 상품 배송을 위한 내용 : 

주소, 전화번호

-계약이행의 연락 및 안내 등의 고

지를 위한 내용 : 이메일주소, 이

메일 수신여부, 팩스번호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내용 : 비밀번호연상

문구/답변

4) 서비스 이용 또는 사업처리 과

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

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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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 

-계좌이체시 : 은행명, 계좌번호 등 

-상품권 이용시 : 상품권 번호 수

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이벤트 응

모, 배송요청 

-협력회사로부터의 제공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5)비회원 고객 개인정보수집

롯데닷컴에서는 롯데Family회원 고

객 뿐 아니라 비회원 고객 또한 물

품 및 서비스 상품의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닷컴은 비회원 

고객이 상품등을 주문하는 경우 배

송 및 대금 결제, 주문내역 조회 

및 구매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비회원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롯데닷컴에서 비회원으

로 구입을 하신 경우, 비회원 고객

께서 입력하신 주문자 정보 및 수

령인 정보는 대금결제 및 상품등의 

배송에 관련한 용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

다. 롯데닷컴은 비회원의 개인정보

를 롯데Family회원과 동일하게 보

호합니다.

최소수집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정보가 지나

치게 다양하고 많음.

-성별, 별명,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

수집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소수

집의 원칙에 위배됨

-가입인증정보, 실명인증값과 같은 

항목은 필요가 없는 표현이거나 개

인정보항목으로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이용자와의 거래상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표시한 사

항은 최소수집의 원칙에 위배됨.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항

임.

-선택입력사항(직업, 차량 소유여부, 

생년월일, 결혼여부, 결혼기념일)의 

표시도 최소수집의 원칙에 위배됨

-비회원고객의 개인정보수집은 수

집을 하겠다는 명시만 있을뿐 수

집내용이 없어 마찬가지로 최소수

집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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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준

가. 법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63조가 적용되며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법 제

22조 제2항에서 정한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의 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 필요한 이용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개별

적・구체적인 이용범위를 지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 번의 동

의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을 위한 초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단계에서 그 내용을 표시하고 (ⅰ)항목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

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영업의 범위내에 포함된 목적에 한

한다.

라.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동의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

공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제공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

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알리

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도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나. 이용제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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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야 한다. 즉, 이용자와 계약한 주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부가적

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것은 그 성격이 개인

정보 제3자 제공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위탁업무에 대해 표시

하고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

지 않을 수 있다.

사.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의 고지

와 동의는 국외 이전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

에는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표시

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제3자의 제공보다 범위가 넓은 의미를 가진다. 

즉,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를 

국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나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의해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국외로 옮겨지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각각의 목적이 명확

하게 이용자에게 표시될 필요가 있다.

2) 심사기준 

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

의받은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당해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수의 뜻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

[예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단순히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표현은 어떤 마케팅에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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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설명함에 있어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

준에 위배된다.

  (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ⅲ)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ⅳ)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제공에 그쳐야 하며 사업연관성이 없는 제3자, 지나치게 포괄적

으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

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없는 경우 등은 이 기준에 위배된다. 최소제공인지 

여부의 입증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로 구

분하여 각각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위

배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에 대한 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예시]

- 업무 제휴, 공동 마케팅, 통합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제공에 해

당한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표시할 

때 제공받는 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라고 표시된 곳에 

“일체의 제휴업체” 또는 “관련되는 업체” 라는 식으로만 표시하고 개별

적인 명칭을 생략하는 것은 이 기준에 위배된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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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내용

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다

고 갈음하는 것이지 동의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당

해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부 

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자는 재위탁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 또는 공개・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

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 위탁자가 이용자에 대한 동의 혹은 공개・통지절

차 없이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재위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위배

된다.

[예시195)]

- 대형 SI 업체에 고객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하였으

나 대형 SI 업체가 그중 일부 개발 업무를 중소 SI 업체에 하청을 준 경우 본

사는 대형 SI 업체와 재하청을 받은 중소 SI 업체의 업체명과 업무명을 명시

하여야 한다.

- 홍보대행사에 이벤트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홍보대행사에서 경

품배송을 택배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경우 본사는 홍보대행사 및 택배업체의 

업체명과 위탁 업무명을 명시해야 한다.

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외에 별도로 국외 

이전에 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이전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3자 제공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이 기준

에 위배된다.

[예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외의 게임서비스제공업자와 서비스제공에 관한 제

휴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의 게임서비스제공업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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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취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가 수집시에 제시했던 목적에 따라 운영될 것을 신뢰한다. 그런데 만약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시한 목적을 넘어서서 이용을 하거나 심지어 목적과 

관계없이 이용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훨씬 더 늘어나고 이용자

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

어 수집시에 명시했던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만일 다른 이용

을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음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이용제한의 원칙은 법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동의 없이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포괄적인 이용, 무분별한 제3자 

제공, 이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용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의 동의는 수집・이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목적을 

명시한 후라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용목적의 명시와 실제의 이용이 일치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경

우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초기 수집시에 수집목적에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

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한 경우(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금 정보, 통화 기록 사실, 접속 로그, 결제 기록, 이용 

정지기록 등의 정보들과 같이 불가피하게 생성되어 발생하는 정보이지만 이용

자에게 매번 고지하는 동의를 얻는 것에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들거나 기술적

으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은 개인정

보를 수집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시점

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통해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들을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수집 및 이용 

195)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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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
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국적, 직업, 주
소·전자우편 주소·전
화번호 등 연락처

나. (금융)거래정보: 상품종
류, 거래조건(이자율, 만
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다.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여신거래에 한함) 

신용능력정보: 재산·채
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
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인 발생사실 등
라. 기타 금융거래의 설
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
디, 이동전화번호, 주소, 생
일, 직업, 취미 고객 생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명, 신용카드종류, 카드번
호, 유효기간, 할부기간, 이
동전화번호
 
* 수집방법
tworld.co.kr은 사이트 가입 
절차, 경품 행사 응모, 이
동 전화 및 유-무선 인터
넷 서비스 사용시 생성정
보 수집 툴을 통한 방법(쿠
키)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
집합니다.

1) 판도라 티비는 회원가
입, 상담, 기타 서비스제
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
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이름 , (아이
핀 회원은 아이핀 ID, 비
밀번호),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닉네임, 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 
-선택항목 : 핸드폰<유료 
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
드 정보, 은행계좌 정보, 
통신 사 정보 와 같은 결
제기록 등의 정보가 수집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에
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IP Address, 쿠키, 방문 일
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
량 이용 기록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판도라티비는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목적’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9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업무 제휴,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

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위험 또한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다.197) 이용제한의 원칙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198)] - 심사기준 가항목에 해당

19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2011.1.28.), 35-36면.
197) 앞의 가이드, 43면. 
198) 여기에서의 수집항목은 최소수집의 원칙의 측면에서가 아닌 이용제한의 원칙측면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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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

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
보,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
혼여부 등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온라인 거래에 
한함) 

가. 고객 아이디, 접속 일
시, IP Address, HDD 
Serial, MAC Address, 개
인방화벽 설정, 운영체
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등 

※ 우리은행은 고객의 사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
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별
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
한적으로 이용합니다.
4. 수집방법 
가. 우리은행 영업점에 내

방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

나.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
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
요청

다.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
한 수집
라.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
스 이용, 회원정보 수정, 
팩스, 전화, 고객센터[문
의하기], 이벤트 응모, 큐
피 환전, 권리침해 신고, 
저작권 보호, 서면양식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집방법으로써 고객센터
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의 경우는 정보제공이 목
적이 아닌 문의가 목적이
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제

-“사이트 가입 절차, 경품 
행사 응모, 이동 전화 및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시 생성정보 수집 
툴” 등으로 수집하는 개

-고객센터[문의하기], 권리
침해 신고에서의 개인정
보수집은 정보수집 자체
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러
한 수집절차는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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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
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이행·관리, 금융사
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
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
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
급, 사은 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
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

tworld.co.kr은 기본적인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와 
고객 각각의 기호와 필요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선택 정보로 구분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있
습니다.

판도라티비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
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
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
공, 구매 및 요금 결제 

2)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
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
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
지사항 전달

3)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
트 행사에 따른 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접
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공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수집한 정보로써 이용하
는 수집절차는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됨.

인정보 항목이(성명, 주민
등록번호, 아이디, 이동전
화번호, 주소, 생일, 직업, 
취미 고객 생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용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
기간, 할부기간, 이동전화
번호) 지나치게 많고 상세
함.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로 수집정보
를 제한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목적
도 보다 명확히 제시되는 
절차가 필요함. 

의 원칙에 위배됨
-저작권 보호, 서면양식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보
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

[수집시의 수집·이용 목적 대한 사례비교] - 심사기준 가항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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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
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
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
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
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
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
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
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 정책 수립용 통계 자
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집목적을 보다 자세하
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정보와 고객 각
각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 정보로 구분되어 정
보를 수집하고 있습니
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집목적을 명확하게 밝
히고 있지 않아 이에 대
한 동의를 구한다 하더라
도 동의에 해당하기 어려
우므로 이 규정에 위배됨

- 3번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집목적으로서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
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
공,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
한 통계,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에 관한 사항은 내
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하더
라도 동의에 해당하기 어
려우므로 이 규정에 위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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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T-world) 싸이월드 현대Hmall

1. 제공받는 자

2. 제공되는 항목

3.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4. 보유 및 이용기간

1.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이동전화번호, 이름, 주소

3.인터넷/음성/책자 등을 

통해 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기간

1.㈜케이티

2.이름, 주민번호, 이동전

화번호, 일반전화, 주소,

이메일

3.my T world 메뉴 내 청

구지주소 변경 관련 고

객상담 업무

4.서비스 제공기간

1.SK 브로드밴드

2.이동전화번호, 이름, 주

민번호

3.TB결합할인 가입변경, 고

객상담 업무

4.서비스 제공기간

1.㈜교보문고

2.회원등급, 아이디

3.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

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

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

업·기관에 공개하지 않

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

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

의한 경우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

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

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

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

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

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

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

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①현대Hmall은 고객의 개

인정보를 제4조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

용목적」에서 고지한 범

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

거나 타인 또는 타기

업·기관에 제공하지 않

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주

의를 기울여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것입니

다.

-제휴관계 : 현대Hmall은 

본 취급방침 본조 제4항

에서 정한 제휴업체 이

외의 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공유될 시에

는 전자우편 및 서면을 

통하여 동의를 구할 것

입니다.

-위탁 처리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위

탁처리 업체명과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

위,업무위탁 목적, 위탁 

처리되는 과정, 위탁관계 

유지기간 등에 대해 상

세하게 고지합니다.

-매각,인수합병 등 : 서비

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가 완전 승계,이전되는 

[제3자 제공 사례비교] - 심사기준 나항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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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제공기간

1. ㈜익사이팅월드커뮤니케

이션

2. 회원등급, 이동전화번

호, 아이디

3. T world 멤버십/이벤트 

문화공연할인 제휴 서비

스 제공

4. 서비스 제공기간

1 .㈜하우리

2. 회원등급, 아이디

3.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기간

1. 서프골드코리아㈜

2. 회원등급, 아이디

3.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기간

1. ㈜샤캄

2. 회원등급, 아이디

3.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기간

1. 푸르넷닷컴㈜

2. 회원등급, 아이디

3.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

당한 사유와 절차에 대

해 상세하게 고지할 것

이며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의 선택

권을 부여합니다.

                        

②고지 및 동의방법은 온

라인 홈페이지 초기화면

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

소 10일 이전부터 고지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

메일 등을 이용하여 1회 

이상 개별적으로 고지합

니다.

   

③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

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

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 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

는 경우

-그러나 예외 사항에서도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수

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

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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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공기간

1. 한국신용정보㈜

2. 아이디

3.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기간

1. SK커뮤니케이션즈㈜

2. 회원등급, 아이디

3. T world 멤버십/이벤트 

멜론 제휴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기간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수집목

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

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④ 현대Hmall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음의 제휴사에

게 제공하거나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1. 현대백화점(OnepassID

제휴사)

2. Onepass ID 제휴사와의 

제휴마케팅(전자우편, 카

탈로그 발송 기타)

3. 성명, 회원아이디, 주민

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4 회원 탈퇴시까지 고객

의 정보제공 동의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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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드림투어(Onepass 

ID 제휴사)

2. Onepass ID 제휴사와의 

제휴마케팅(전자우편, 카

탈로그 발송 기타)

3. 성명, 회원아이디, 주민

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4. 회원 탈퇴시까지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공받는 자, 제공되는 

항목은 명확하게 표시하

고 있으나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은 원칙적 

금지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됨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으로 “멤버십/이벤트 제

휴 서비스 및 부가서비

스 제공”과 같은 식의 

이용목적은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됨. 제공목적

이 보다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제휴 내지 부가

서비스제공과 같이 포괄

적인 표현의 사용을 자

제하여야 함.

-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일

률적으로 서비스 제공기

간이라 표시한 것도 이

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여기에서 표시하고 있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

은 법률규정의 내용을 그

대로 표시하고만 있을뿐 

법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

한 것은 아님

-제공받는자 자, 제공항

목, 제공목적 및 기간 등

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

며 “동의한 경우 제공할 

수 있음”, “법률의 규정

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이

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됨.

-제3자 제공항목에서 제

공목적이 제휴사와의 제

휴마케팅(전자우편, 카탈

로그 발송 기타)과 같은 

표시는 어떤 내용의 제휴

로 어떤 마케팅이 이루어

지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 

범위도 불명확하므로 이

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됨

- 제3자제공에 제휴사와

의 제휴마케팅을 목적으

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록번호의 제공은 이용

제한의 원칙에 위배됨.

- 제공기간을 회원탈퇴시

까지로 정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

지로 법규정에 위반될 소

지도 있을뿐만 아니라 이

용제한의 원칙에도 위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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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T-world) 싸이월드 현대Hmall

1. 위탁협력회사
2. 위탁업무내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1. SK C&C
2. T world 사이트 개발 
및 서비스 운영 

3.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1. ㈜유니큐브
2.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1. ㈜큐앤솔브
2.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1. ㈜파리크라상
2.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1. 오리콘씨앤에스㈜
2. T world 멤버십/이벤트 
씨네웰컴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1. 인크루트㈜
2. 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1. 주연웨딩플라워
2. T world 멤버십/이벤트 

당사는 전문적인 고객지
원 및 서비스 제공을 위
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
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
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유출금지 및 사고시의 책
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
하고 위탁계약 내용에 포
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위탁업체]
위탁업체명 및 위탁업무
엠피씨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인 (SERVICE IN)
(주) (서비스 운영, CS 운
영),
비에스에치 (서비스 운영, 
CS 운영),
SK플래닛㈜ (SK플래닛 
One ID 회원 대상 SK플래
닛 One ID 서비스 운영) 

① 현대Hmall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수
집, 취급, 관리 등을 위
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
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및 그 사실을 홈페이지
를 통해 미리 고객께 고
지하겠습니다.
1. 수탁자
2. 위탁업무내용
3. 제공정보

1. 이노지스, 월드 PAD
2. 카탈로그/DM 발송 업무
3. 배송정보

1. 동양 EMS, H-MAN, 유
니에스, HRB, H-MAN

2. 고객상담업무
3. 회원정보, 주문정보

1. 크로스앤커버전스, 트
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이
파크몰,엠엔서비스 주식
회사,KT엠하우스, 큐피
콘, 쿠프마케팅

2. 모바일 기프트 전송, 
DM발송, 테마,워터파크 
예약

3. 주문정보, 배송정보, 회
원정보, 전화번호

1. 열심히 텔레콤, 그로넥
스, 그로맥스, 노성텔레
콤, 와이에이치

2. 이동통신 가입 및 상담
3. 회원정보

[취급위탁의 사례비교] - 심사기준 다항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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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1. ㈜지엠시티
2. T world 멤버십/이벤트 
포토유화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1. 와우커뮤니케이션㈜
2. tworld.co.kr 멤버십/이
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
가서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1. ㈜케이디넷
2. T world 문자서비스 운
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1. 네오엠텔
2. T world 문자서비스 운
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

3. 위탁계약 종료 시 까
지199)

1. 제이앤지
2. 정수기 가입 및 상담
3. 회원정보

1. 하나투어,모두투어
2. 여행상품 계약 및 상담
3. 회원정보

1. 현대그린푸드, IBM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
3. 회원정보

1. 서울신용평가정보, 한
국신용평가, KAIT

2. 본인확인
3. 회원정보

1. 다우기술
2. SMS, MMS 발송
3. 회원정보

1. 현대택배, 대한통운, 한
진택배, CJ GLS

2. 상품배송
3. 배송정보

1. 그외 협력사
2. 상품배송
3. 배송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
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
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
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
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후의 개인정보의 반
환 또는 파기 등을 명확
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
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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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탁에 의한 제공과 제3
자제공이 혼재되어 있음.
-멤버십/이벤트 제휴서비
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은 제3자제공에 해당
할 가능성이 많고 구체
적인 내용도 없이 단지 
서비스제공으로 표시하
고 있어 이용제한의 원
칙에 위배됨200)

-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표시가 
없어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됨

-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
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위탁기간의 표시가 없어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
됨.
-위탁의 목적도 보다 상
세히 표시할 필요가 있
음.

-위탁계약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을 회원정보, 
주문정보, 배송정보와 같
이 표시하는 것은 이용제
한의 원칙에 위배됨. 명확
하게 제공하는 정보의 항
목을 표시하여야 함.
- 제공기간도 표시없음.
-위탁업무를 고객상담업
무라고 하는 경우 어떤 
고객상담을 업무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매
우 포괄적인 표현임
-위탁기간도 표시되어 있
지 않아 이용제한의 원칙
에 위배됨.
-제3자 제공사항이 위탁
업무에 표함되어 있음.

199) 추가적인 취급위탁사항
    - 1.모엔트/2.T world 문자서비스 운영 및 부가서비스 제공/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위트콤/ 2.T world 컬러링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텔코웨어/2.T world 통화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팍스넷/2.T world 금융/재테크 부가서비스 운영/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AT Solution/2.T world 금융/재테크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SK네트웍스/2.T world 학습/여성/육아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엠베이스솔루션/2.T world 문자서비스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솔빅스테크놀로지/2.복권/운세, 주소록 부가서비스 운영/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옴니텔/2.뉴스,생활,정보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크레디프/2.금융/재테크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리얼네트웍스 아시아 퍼시픽㈜/2.T world 컬러링 부가서비스, 멤버십/이벤트 

>TTL/Ting/Ting Junior 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뮤레카/2.뮤직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에이록스/2.배경화면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엔트리브소프트/2.게임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유엔젤/2.벨소리 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이노에이스/2.게임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넥스모어/2.뉴스, 생활, 정보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북토피아/2.U-BOOK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2.뮤직/컬러링 부가서비스, 운영 컨텐츠 보관함 >포토보관함 부

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파네즈/2.폰꾸미기 컬러링플러스/설정하기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코마스 인터렉티브/2.멤버십/이벤트 >Nate 덤덤마트/경축! 아이토핑 개폰절 부가서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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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준

안전보호의 원칙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45조,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4, 

제49조 및 제63조가 적용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조치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

다. 안전보호의 원칙

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슈어엠/2.폰메세지 sms/mms>해외 SMS 부가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1.굿네이버스/2.행복천사 소득공제 영수증 관련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SK마케팅&컴퍼니/2.T map 서비스 운영, 소셜쿠폰 서비스 운영, 이벤트 위탁 운영 및 관

리, 멤버십/이벤트   >제휴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디노커뮤니케이션즈㈜/2.T world shop 이벤트 위탁 운영 및 관리/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엠알오코리아㈜/2.T world shop 이벤트 위탁 운영 및 관리/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클릭앤터치/2.소셜쿠폰 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로엔엔터테인먼트/2.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3.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1.㈜큐앤에스/2.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블루밍코리아/2.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3.위탁계약 종

료 시 까지
     - 1.㈜익사이팅 커뮤니케이션즈/ 2.T world 멤버십/이벤트 제휴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3.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피에스엔마케팅㈜/2.T world shop 상품 주문 처리/배송 업무, 고객 상담, 상품 및 서비스 

안내 가입 권유 (이동전화서비스 및 결합상품 가입 안내 및 처리)/.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우체국/ 2.T world shop 상품 배송 서비스 (택배 서비스)/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한진퀵서비스/2.T world shop 휴대폰 상품 배송 서비스 (퀵 서비스)/[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한국사이버결제/2.T world shop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가상계좌이체) 대행 

서비스/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한국신용평가정보㈜/2.T world shop 실명 본인 인증/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AGF/2.T world shop 상품(액세서리) 배송 업무/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SK C&C / Smart Survey Lab/2.T world shop SNS 관련 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SK C&C / ㈜넥스트웹/2.T world shop 통계 및 추천 서비스 제공/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한국신용정보 ㈜/2.T world 실명 본인인증, T world 회원 신용카드 인증, T world 회원 

범용공인인증서 인증/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팅크웨어/2.T map 서비스 운영/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1.엠앤서비스/2.요금제/부가서비스 상품 이벤트 서비스 제공/3.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200) 모든 부가서비스제공업체를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모든 위탁업체에게 서비스운영을 위

해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위탁업체를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매우 이
용자의 개인정보 누출등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제한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서 원
천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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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한다.

 

2) 심사기준

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ⅰ)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

제장치의 설치 및 운영 여부

  (ⅱ)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ⅲ)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

치를 취했는지 여부

  (ⅳ)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를 취했는지 여부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법 제45조가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사

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의 내용

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ⅰ) 정당한 권한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

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ⅱ)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

해졌는지 여부

  (ⅲ)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

리적 보호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ⅳ) 다음 각호의 사업자인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및 

인증기간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시행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③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

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취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사전에 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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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ⅱ)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ⅲ)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ⅳ)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

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

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시하였는지 심사

한다. 

  (ⅰ)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ⅱ)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ⅲ)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

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ⅳ)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마.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규정취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타겟마케팅을 위한 좋은 정보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은 정보이기도 하다. 반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관리권이 이용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용자 자신이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비하여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이

든 불법적인 의도로 누출된 개인정보는 후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피해를 예방하는

데 이 기준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심사대상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이

와 같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조치내

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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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준

가. 법 제27조의3, 제30조의2에 따라 분실・도난・누출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실

질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한다.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

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

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

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ⅲ)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

무의 내용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

려야 한다.

  (ⅰ)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ⅱ)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ⅲ)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ⅴ)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2) 심사기준

가. 이용내역의 통지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자우편・서면・모사

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개

인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은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3자에

게 제공하거나 취급위탁을 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며 개인

정보 취급방침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누출등으로 

라. 통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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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

우로서 이용자로부터 연락처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수집한 연락처가 수신불가

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

지 않는 것으로 하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1) 적용기준

가. 법 제29조에 따라 이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및 사업을 폐업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3년이상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서 정한 기간이 그리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달

리 정한 기간이 개인정보 파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특히 정보통신

[규정취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게 마

찬가지로 신속하게 통지해 줌으로서 이용자도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

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나 다른 형태의 이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

을 경우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취급방침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 파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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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자등은 3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

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

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필요한 목적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외의 이용목적을 위한 기간으로 판단

하여서는 안된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도 서비스제공을 위한 보유기

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광고나 기타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으

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심사기준

가. 이용자가 3년이상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3년동안 당

해 웹사이트의 접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구

체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고 이러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

급방침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단순히 필요

상 분리 저장・관리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예시201)]

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 수집시 고지와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이용・제공 목적이 달성된 경우

  - 회원탈퇴, 제명, 계약관계 종료,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

거 소멸

  -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청산

  - 대금 완제일이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

나. 개인정보 보유가 이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 채권소멸기간까지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미 요금정산이 끝난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

- 신용카드 이용고객의 신용관리를 이유로 회원의 동의 없이 탈퇴회원의 개인정

보를 일정기간 보전하는 것

-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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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네이버 CGV

롯데닷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

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

니다. 구체적인 파기절차,

파기시점,파기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회원가입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

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

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

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

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

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

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

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

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

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

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파기 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원

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

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

면 아이디, 탈퇴 요청 시 

IP 및 탈퇴 사이트에 대한 

정보만을 남기고 모두 파

기됩니다. 이 정보들은 추

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

쟁에 대비하여 보유되며 

개인 식별 혹은 기타의 

사유로 이용되지 않습니

다.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

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규정취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계속해서 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소홀로 인한 누출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에 따

라 이용자피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일단 이용자가 어떠한 필요에 의

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가 지

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

우에도 여전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통지의 원칙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수집목적의 달성 또는 이용기간의 만료 

이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기방법에 대한 사례비교]

201)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1.2.



- 215 -

- 파기시점 :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 회

원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대금지급정보의 경우 : 대

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

멸시효기간이 만료된 때

배송정보의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

나 제공된 때

설문조사, 이벤트 등 일시

적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경우 : 당해 설문조사, 이

벤트 등이 종료한 때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

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

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

법을 사용하여 삭제

회원님의 동의를 받아 보

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

을 회원님께서 열람을 요

구하시는 경우 롯데닷컴

은 그 열람.확인 할 수 있

도록 조치합니다.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

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

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

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

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

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

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

니다. 

파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용자가 3년이상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

나 별도로 저장・관리방

법의 표시가 없음.

-이용자가 3년이상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

나 별도로 저장・관리방

법의 표시가 없음.

-이용자가 3년이상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

나 별도로 저장・관리방

법의 표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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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준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이

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에서의 동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과는 별도로 받

아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취급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항목으로 표

시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

다.

다.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그 법정대리인

이 동의의 권리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기전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심사기준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

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

로 하되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ⅰ)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ⅱ)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

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

도록 하는 방법

  (ⅲ)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바. 이용자이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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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ⅳ)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예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수

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의가 필요한 개

별항목에 별도의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

는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시

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규정취지]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정

보에 대한 관리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

된 자신의 개인정보는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언제든지 이를 수정하거

나 폐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의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을 정하는 방침이지만 이용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는 취급방침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도와 이용자가 이해한 취급방침

의 내용사이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립시에 고려하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이용자

이익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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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책임

가. 적용기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심사기준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출등의 사고

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물리적 손해의 입증을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요구

하는 것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도 

이 기준에 위배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로 인하여 발

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서비스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와 이용자의 개

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

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 기준에 위배된다.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2) 면책에 관한 사항

가. 적용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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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없음의 입증은 법 제28조의 개인정보 보호조

치 사항에 대한 법규정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정

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한다.

나. 심사기준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규정준수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규정준수를 전제로 면책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위배된

다.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

한 배상을 함에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은 이 기준에 위배된다.

(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을 정함에 있어 그것이 이용자가 동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제공사항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하는 경

우에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라)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

책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 기준에 위배된다.

[규정취지]

법 제32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이용자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과 함께 발

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입증토

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분쟁의 발생에서 이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구제

가 용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취급방침 상에 명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표시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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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별항목 심사기준은 앞의 1.일반원칙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외에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심사대상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형식적인 내용을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2) 심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이 법 시행령 제12조 동의획득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이용자의 동의의사를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지 판단한다.

나.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서비스제공을 위한 초기의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 동의단계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지 판단한다.

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추가적인 이용목적이 발생했거나 수집 및 이용목

적이 변경된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상 변경내용을 표시하고 별도

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별항목 심사기준 

[규정취지]

일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실질적 심사측면

에서 접근한 것이다. 즉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법규정의 의도를 적절히 

반영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여기에서의 심사는 형

식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법규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가 각 항목별로 실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에서 구현하고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심사는 하지 않지만202) 작성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시스템이 아닌 법규정과의 관계로서만 볼때에는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여 심사한다.

[예시] 동의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예

202) 이렇게 심사하는 경우를 실질적 심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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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 상품

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

- 고객만족도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우송하거나 입력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A/S센터에서 고객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제공한 정보를 회원가입과 무관한 우편주문판매에 

이용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성명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각각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괄적으로 표시한 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는 이 기준

에 위배된다.

나.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다르므로 이에 대

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자 제공의 경우임에도 취급위탁의 경우로 

표시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예시]

통신망설치・개통, A/S, 동의 철회 시 장비의 회수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

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탁으로써 단순 공개・통지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에 수탁 업체는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할 수 있으므로(예: 이동통신사 대리점) 
이 경우에는 대표 업체명과 업체 수를 기재하되 링크(웹사이트)를 통해 상세 내

역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03)

203) 앞의 가이드, 4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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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간과 일치하여야 하

며 서비스제공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한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이 정해져 있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표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다.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내용을 표시

함에 있어 다른 법률의 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보존이유가 일치하

는지 판단한다.

[예시]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

  -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한 경우

  - 이용자가 특정 마일리지 회원에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

  - 제3자 업체에 기획 TM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업체 TM업무가 종

료한 경우

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얻은 기간이 경과한 경우

    • “회원탈퇴 후 재가입방지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를 6개월간 보유합니다

“라고 동의를 얻고 회원탈퇴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 다른 법률 규정 등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제공할 때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의 경우 12개월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 해지고객이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금이 정산될 때까지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요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

  -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보유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요금정산이 완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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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맘스쿨 알바몬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

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

는 ”보존 근거”에서 명

시한 근거에 따라 “보존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 항목 : ID(이메

일), 닉네임, 비밀번호,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

별, 실명확인값, 인증정

보, 아이핀 정보, 이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정보, 집전화번호, 주소, 

학교, 자기소개, 주민등

록번호, 은행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접속일

시, 접속지 정보, 불량 

이용 기록, PC 사양 정

보 , 서비스 이용기록, 

법정 대리인 정보

○ 보존 근거 : 회원 탈퇴 

시 소비자의 불만 및 분

쟁해결 등을 위한 목적

○ 보존 기간 : 30일

2)상법,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

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한 기간 이상 이용자의 

1.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부정이

용기록: 1년

2.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

에 관한 기록 : 5년

3.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5.본인확에 관한 기록 : 6

개월

6.방문에 관한 기록 : 3개

월

알바몬은 회원가입일로부

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간 동안에 한하여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탈

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

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

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

한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는 각각 명시한 이유와 기

간 동안 보존합니다.

1)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

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

서 규정한 보존기간 동

안 거래내역과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보유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

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

적으로만 이용합니다. 

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② 대금결제 및 재화 등

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③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않은 경우 완료시점까지 보유 가능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 소비자의 불

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기간 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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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

하며, ”보존 근거”에

서 명시한 근거에 따라 

“보존 기간”동안 보존

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

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

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④ 부정이용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⑤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2)보유기간을 미리 공지하

고 그 보유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개

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약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규정 위반 여부

-회원 탈퇴 시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해결 등을 

위한 목적으로서 보존 

항목 중 생년월일, 성별, 

실명확인값, 인증정보, 

아이핀 정보는 중복되는 

내용으로 중복되지 않는 

-2번부터 6번항목은 규정

내용을 그대로 표시한 

것일뿐 어떤 정보가 보

존되는지 자세히 표시될 

필요 있음.

-구체적인 보존항목을 표

시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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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또는 2개로 축소하

여 보관할 필요 있음.

-다른 보존항목으로서 주민

등록번호는 이용제한항목

임.

-다른 보존항목으로서 영

문이름, 학교, 자기소개, 

PC 사양 정보는 회원탈

퇴시 소비자불만 및 분

쟁해결 등을 위한 목적

의 범위를 초과함.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

방침에 포함한다)

나.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수탁자에게 취급위탁을 하는 경

우에는 전체 수탁업체 명을 열거하여 동의를 얻고 있는지 판단한다.

업무 위탁 제3자 제공

고

지

• 고객 불만 접수 등 민원 및 서비스 안내 대

응을 위한 고객 센터 아웃소싱

• 통신회사가 보험 영

업 TM에 이용하도록 

 

[예시204)] 

인터넷 게임 사이트가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사이

트가 보험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보험 TM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것은 게임 사이트 본래의 계약 목적인 인터넷 게임서비스 제공과는 전

혀 무관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라는 사무처리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므

로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예

204) 앞의 가이드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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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 대리점 등 외부 영업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가 신청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

을 위해 부가서비스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되

는 경우

• 수집한 가입신청서의 전산 입력 아웃소싱

• 고객정보 DB 및 고객정보 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등 전산 아웃소싱

• 요금고지서 및 홍보우편 발송대행

• 물품배송 및 서비스 A/S 아웃소싱

• 이벤트 당첨 고객에 대해 경품 배송 위탁 등

고객 정보를 보험사

에 제공

• 포털사이트가 자회사

인 온라인 쇼핑몰 사

이트의 TM에 이용하

도록 전체 회원 정보

를 자회사에 제공

• 인터넷기업이 보험

회사와 공동으로 이

벤트를 개최하여 응

모한 고객 정보를 

카드 판촉 활동에 

이용하도록 카드회

사에 제공동의 업무

동

의

업

무

• 자사상품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등을 위탁

하는 경우(예: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자사의 

인터넷전화, IPTV, 결합상품 등을 홍보)

•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PC보안서비스 및 유해

매체차단 등 자사 명의의 부가적인 서비스 

가입을 위한 텔레마케팅을 위탁하는 경우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

방침에 포함한다)

나.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은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의 서비스제공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 범위내에서 업무의 내

용이 표시되고 있는지 판단한다.

다.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과 공개・통지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지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통지로 처리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예시]

<공개・통지로 처리 가능한 위탁업무>

-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을 위해 A배송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송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주

문자와 수취인의 개인정보들의 취급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용자가 당해 배송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거부한다면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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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송을 받을 수 없어 물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물품배송업무

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업무’로 볼 수 있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계약을 맺은 경우 통신망 개통, A/S 등 초고속인터

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업무 위탁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통신서비스 개통을 위한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개

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 고객이 작성한 서면 가입신청서의 전산 입력을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

- 고객 정보 취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SI업체에 아웃소싱

- 요금고지서 및 DM 우편발송의 아웃소싱

- 연체요금 정산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 위탁

- 고객의 불만처리접수 및 서비스안내 등을 위해 고객응대센터(콜센터)를 외

부업체에 위탁

-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해 리서치 업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실명인증(또는 본인인증)을 위해 신용평가사 등에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자사 사이트에서 유료서비스 결제를 위해 결제 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업무>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 소개 및 부가서비스 등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외부업체

에 위탁하는 경우

- 일시적인 이벤트 혹은 경품 행사의 운영 업무를 홍보대행사에 아웃소싱하

는 경우

- 포털사이트 내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위해 포털사이트 운영사가 온라인 광

고 아웃소싱 업체에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상기 위탁업무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

우

[규정취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반면 위탁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지만 제3자 제공과 위탁은 모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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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Olleh존 쿠팡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본인

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고객(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

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

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을 표시함에 있어 개

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쉬운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서 정

보제공시의 동의절차와 동일한 방법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행

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예시] 웹사이트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을 받았다면 동의철회나 회

원탈퇴도 반드시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는 안된다.205)

나.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한 후에

는 이용자의 권리행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리내용과 법정

대리인의 권리내용 및 법정대리인의 행사방법을 표시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포함하여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

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탁

에 해당하며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해 해당한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사례비교]

205) 앞의 가이드,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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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

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자나 후견인 등을 말함)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

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

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

'(또는 '회원정보관리' 등)

을 통하여 가능하며, 가입

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

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

가 가능합니다.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

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

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

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

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

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

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

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

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

도록 하겠습니다.

Daum은 이용자 혹은 법정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

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

보변경’(또는 ‘고객정보

수정’ 등)을, 가입해지(동

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에 제출하거나, 웹사이트 

고객의 경우 ‘가입탈퇴’

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

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

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

는 정정 

가. 고객(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

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께서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하시는 경우 고객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신형) 등의 신분

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고객의 대리인이 열람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

는 위임장, 명의고객의 

있으며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조회/수정을 위

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의 '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

보수정' 등)을 거쳐 열람/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개인정

보 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하여 열람/수정/탈퇴를 요

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

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

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

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

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

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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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

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

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

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라. 고객의 개인정보는 오

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

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

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

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

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

회 

가. 고객께서는 위 제1항 

‘나’에 고지된 신분증

을 지참하시고 회사의 

지사를 방문하여 개인정

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해 동의

하시거나, 이에 대한 동

의를 선택적으로 철회하

실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올레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olleh.com고

객센터 E‐mail상담'등으

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

이 조치하겠습니다. ※ 

단, 서비스 제공에 필요

한 필수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철회는 

예외로 합니다

다. 법정대리인(부모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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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

에도 가능)은 만 14세 미

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

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

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

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라.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

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여부

2의 가항목에서 정하고 있

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

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고객께서

는 위 제1항 ‘나’에 고

지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회사의 지사를 방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해 동

의하시거나, 이에 대한 동

의를 선택적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은 가입시와 

동일하거나 쉬운방법을 제

시하도록 하고 있는 본 기

준에 위배된다.

-탈퇴에 대한 절차가 별도

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

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열람/

수정/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표시된 사항은 가

입시의 절차보다 쉬운방

법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규정에 위배된다.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

사방법에 대한 표시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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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GS shop 다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

련된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고객서비

스담당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

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

래의 고객서비스담당 부

서 또는 개인정보관리책

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객만족팀]

-전화번호 : 1577-7011 / 

이메일 : 

help@coupang.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김봉술 / 소속ㆍ

직위 : CTO / 전화번호: 

1577-7011 / 이메일 : 

help@coupang.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성    명 : 하양욱

- 소속부서 : 소비자센터

- 직    위 : 부

- 전자우편 : 

sks@gsshop.com 

- 전화번호 : 

02-2007-4096

팩스번호 : 02-2007-0270

◑ 개인정보관리담당자

 - 담당자   : 김종헌 

 - 소속부서 : 소비자센터

 - 직    위 : 차장      

 - 전자우편 : 

gsboho@gsshop.com

 - 전화번호 : 

02-2007-4096

 - 팩스번호 : 

02-2007-0270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 명 : 허명주

전 화 : 1577-3321 

메일 : 문의하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팀

전 화 : 1577-3321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만일 개

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가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예외사항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관리책임자 연락처 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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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

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

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18.or.kr / 118)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02-392-0330) 

규정 위반 여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부서명칭과 그 전화번호

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회사 대표전화 또는 고

객센터번호를 표시하고 

있어 이 규정에 위배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부서명칭과 그 전화번호

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회사 대표전화 또는 고

객센터번호를 표시하고 

있어 이 규정에 위배됨.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 및 공개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단체는 한국인

터넷진흥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요청서

   나.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문

   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작성 근거자료

(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단체로부터 사전심사 요청된 개

Ⅳ. 심사절차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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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게임물)등급분류 
심의규정

EU 개인정보감독관의 
사전심사(Prior checks of 
EDPS206))절차(Inspection 
Policy and Procedure)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10조(심의의 범위)

제11조(심의의 개시 등)

제12조(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제13조(심의결정)

제14조(심의중지)

제15조(심의결정 통지 등)

제2절 시정요구 등

제16조(시정요구)

제17조(불법정보의 취급제한

명령 등의 요청)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에 의한 심의)

제20조(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제4장 절차

제19조(등급분류신청)

제20조(출장심의)

제21조(출장심의 절차)

제22조(게임물의 내용수정)

제22조의2(내용수정신고 게

임물의 재분류절차)

제23조(시험용 게임물의 확인)

제24조(등급분류의 취소)

제25조(등급분류의 거부)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27조(등급분류 통보)

제28조(필증 재교부)

제29조(처리기한)

제30조(사후조치)

제31조(수수료)

제32조(기타)

정의

EDPS 감독권의 법적기초

점검분류

협조의무

검사자의 권한

검사절차의 주요단계

준비단계

팀의구성

검사실시의 프리젠테이션

검사작업

절차와 사실의 문서화

검사결과

후속조치

유럽기관의 데이터보호관리

자의 역할

EDPS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의견과 

개선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취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개별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의 심사요

청은 처리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나 이용자단체 등의 일정단체를 통해 심사가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과도한 심사업무를 줄이고 분야별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일반화를 통해 당해 분야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전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법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심사절차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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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건전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따라 심사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사계획을 통지한다.

(2)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

급방침과 취급방침의 마련 근거가 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

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개선사항)을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개선사항) 통보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선내용에 대한 이행결과 확인

2. 공개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

[규정취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그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서는 규제기관의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규제기

관이 본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를 위

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작성하

고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평가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평가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본 규정에서는 심

사기관인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심사계획을 마련

하고 필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6) EDPS(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http://www.edps.europa.eu>.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은 “REGULATION (EC) No 45/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2000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의 제9장(유럽데이터보허감독관에 의한 사전심사와 협조의무) 제27조(Prior checking)
의 규정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EDPS가 “점검정책 및 절
차(Inspection Policy and Procedure)”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절차적인 사항
을 대부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은 유럽데이터보호법에 따라 판
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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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심사를 마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 변경심사를 받아

야 한다.

   가. 변경심사신청서

   나. 변경전 개인정보 취급방침

   다. 변경후 개인정보 취급방침

   라.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신규심사

와 동일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경심사를 실시한 후 전 2번의 (3)항목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 심사위원회 회의는 3회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개최한

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

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관련 부서의 부서장 또는 개인정보 취

급방침 운영팀장

  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

  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심사

[규정취지]

이미 심사를 완료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미 심사를 완료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서도 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심사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변경심사는 최초심사에 비하여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적절하게 운

영할 수 있도록 3회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하였다.

4.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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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를 진행하며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개선의견)을 작성

한다.

(4)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개인정보 취급방침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회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

서 포함)으로 개인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위반사실과 의견진술일시, 의견진술 

장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

으로 본다는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의견진술의 통지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

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통지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규정취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고시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절차의 진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본 규정을 마련하였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견진술

[규정취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결과와 개선의견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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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시 심사를 진행한 후 신청결과

를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개선사항)을 받은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는 개선사항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

선한 후 개선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 후 심사의견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받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표시마크를 사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

에 게시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심사를 받은 후에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전 본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서 서류심사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결과 및 개선의견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마련하였다.

6. 이의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수정

[규정취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와 마찬가지로 심사결과 및 심사

의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업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

록 이의신청 기회를 줌으로서 사업자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

의견(개선사항)을 통보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수정절차를 마련하였다.

7. 표시마크의 사용

[규정취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후 심사결과와 심사의견(개선사항)에 따른 수정을 

완료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보다 신뢰할만하다는 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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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표시마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한 것

이다.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약관표지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심

사완료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인터넷진흥원에서 마련한 표시마크를 사용

토록 함으로서 심사제도의 정착과 함께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마련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표준약관사용기준(제2조), 표준약관표지의 표시방법(제3조), 약관의 

변경(제4조)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제 3 절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

정(안)의 해설

1.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원회 운영방향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조직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 조직이 고려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심사제도 운영전반을 담당

할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심사를 할 심사위원회조직이다. 심사제도 운영전반을 

담당할 조직은 심사기관에서 정하는 부분이므로 심사의 법적지위와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후속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진흥원에 심사부서를 설

치하고 심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수립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심사를 전담할 전문인력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심사기관에 이미 확보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별도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심사기관 내부에서의 심사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의 정책적 의도를 가장 적절히 파악하여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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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 방송심의 게임물등급심의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

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

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배치에 따른 조직운영상의 어

려움이나 예산의 문제 또는 심사자체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단

점도 있다.
반면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심사를 하게 됨으로서 보다 객관적이

고 신뢰할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의 영역에 대한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심사의 지연이나 기준의 적용에 이견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더욱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는 단순히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한 두시

간만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심사를 진행해야하므로 외부전문가들이 이러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할

애하여 심사에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다.
약관심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약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

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담부서에서 일

차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대상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법이 보다 유용한지는 심사기관의 역량과 환경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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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 방송심의 게임물등급심의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①자문

위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인 이내에서 위

촉한다.

 1.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

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

던 자

 4.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

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

는 자

 5.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6.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

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

다.

위원의 선임기준

에 관한 사항은 

없음

제6조(위원의 선임기준) 등급위

원회 위원은 게임법 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게임산

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 문화예술 관련분야 종사자

 2. 문화산업 관련분야 종사자

 3. 법률 관련분야 종사자

 4.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5. 교육 관련분야 종사자

 6. 언론 관련분야 종사자  

 7. 정보통신 관련분야 종사자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

에서의 종사자

 9. 건전 게임문화 또는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2. 조직

심사위원회의 조직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계 또는 

법률전문가, 사업자단체 그리고 이용자단체 및 정책운영기관의 담당자로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계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수립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법적용과 해석에 대

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자단체와 이용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통해 각 

단체에서 바라보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운영상 의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정책적 판단과 실질적 운영을 위해 

심사기관의 담당자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도록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한 규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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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의견에 대해 협의제도 운영

하되 심사위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견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수 있

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5인 이상으로 운영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 등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심

사가 이루어지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심사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심사의 필요에 

따라 구성토록 하고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를 위해 최소 4회 이상

의 회의를 진행토록 함으로써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되 3회 이상의 심사회의 진행과 사업자의 의견진술기

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련하고 심사대상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3

회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절차는 신규심사의 절차와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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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완료 표시마크 사용 게시/사후관리

방통
위 

업무
처리
흐름

최종 심사의견서 제출 벌칙(시정명령
불이행시)

← ← ←

↑ ↑ ↑ ↑

4차
회의

수정후 
재심사

웹사이트 
공개불가

시정권고
/명령의

견

→ 시정권고
(시정권고→시

정명령)

← ← ←
→ → → →

심사
위원
회 

심사
업무
흐름

↑ ↑ ↑ ↑ ↑ 심사기관
(인터넷
진흥원)

업무처리
흐름

취급방침 
수정(사업자)

개선의견
불이행

수정/불이
행 확인

↑ ↑ ↑ ↑
3차
회의 심사의견 & 개선의견마련 의견서

통지
↑ ↑

의견
진술

↑ ↑
↑ ↑

2차
회의

추가자료
요청 현장조사 공문발송/의견진

술절차/현장동행
↑ ↑ ↑ ↑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 증빙자료
↑ ↑ 심 사 개 시 ↑ ↑ ↑

1차
회의 심사회의 심사자료작성

↑ ↑ ↑ ↑ ↑
1주
이내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청구접수 
통지←

↑ ↑ ↑ ↑
인터넷진흥원 심사착수 → → ↑

→ →
↑ ↑

방통위/인터넷진흥원에 
심사청구/심사계획 마련

제 6 장 결론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체계 및 

법령간 적용기준

Ⅰ.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체계

1. 심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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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항목 yes/no pass/fail

공통사항

1.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여부

2. 필수표시사항 포함여부

3. 변경사항 포함여부

4.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사항

일
반
원
칙

최소
수집의 
원칙

1.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소수집인지 여부

2. 추가정보수집시 별도의 동의절차여부

3. 법령사항의 표시여부

4. 민감정보의 수집여부

5.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여부

이
용
제
한
의
 
원
칙

일반
1. 동의목적이 포괄적이거나 동의범위가 모
호한지 여부

제3자
제공

2. 필수표시사항이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3. 최소한도의 정보제공인지 여부

4.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
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
정한지 여부

5. 제3자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서비
스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취급
위탁

6. 필수표시시항이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7.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
우라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표시하고 동
의를 받는지 여부

8. 재위탁이 있는 경우의 표시여부

국외
이전

9.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제공으로 표시하고 있는
지 여부

2.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표

 [사업자명 :                      ]        [심사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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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항목 yes/no pass/fail

안전보호의 
원칙

1.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표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조치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3.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시 표시사항이 적정
한지 여부

5. 인터넷접속파일 등 자동수집장치의 설
치・운영이 적정한지 여부

통지의 원칙

1. 이용내역의 통지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
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사고발생시에 통지에 대한 사항을 표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파기의 원칙

1.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파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표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이유와 
목적을 표시하고 있으며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이용자이익
의 원칙

1.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이 표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동의내용을 전부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3.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는 개인
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요구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
한지 여부

책임
의 

원칙

배상
책임

1. 손해의 배상에 대한 책임을 표시하고 있
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이용자가 최소한도를 초과하는 정보제공
의 거부로 손해를 입는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표시하
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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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항목 yes/no pass/fail

3.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거
부로 손해를 입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
는지 여부

4. 개인정보 누출등의 사고에 대한 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
어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면책
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
한 경우라도 규정준수를 전제로 면책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을 
함에 있어 이용자의 손해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

3. 이용자의 동의거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의 면책을 정하면서 동의한 
경우의 서비스제공사항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4. 취급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면책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개별
항목

심사
기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동의획득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이용자의 
동의의사를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서비스제공을 
위한 초기의 단계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지 여부

3. 개인정보 수집 후 추가적인 이용목적이 
발생했거나 변경된 경우의 조치사항을 표
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제3자 제공

1. 제3자의 성명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각
각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2. 제3자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취급위탁으
로 표시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등

1. 제시한 보유 및 이용기간이 서비스제공
기간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적
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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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항목 yes/no pass/fail

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와 파기방법이 정해
져 있고 이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보존의 경우가 법률에서 정
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취급위탁

1. 2개 이상의 취급위탁의 경우 전체 수탁
업체명을 열거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2. 수탁자가 처리하는 내용이 위탁자의 서
비스제공범위에 한정되고 있는지 여부

3.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과 공개・통지처
리가 가능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방법을 표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표시
하고 있는지 여부

2. 법정대리인의 권리내용과 행사방법을 표
시하고 있는지 여부

자동수집
장치

1.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표시가 되어 있
으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예
외사항 적용사업자가 적정한지 여부

평가기준

1.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yes/no 항목 전체가 준수이면 pass, 그 중에 
한 항목이라도 심사기준에 위배되면 fail로 평가함

2. 공통사항, 일반원칙, 개별항목의 심사기준 항목이 모두 pass한 경
우에 통과하는 것으로 평가함. 이 중에 한 항목이라도 fail에 해당
하면 당해 항목을 수정한 후에 pass로 평가할 수 있음.

총평가 통과 또는 개선필요

평가의견 및 
개선의견

* 평가의견 및 개선의견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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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고시(안)

Ⅰ. 총칙

Ⅱ-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심사대상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개인정보취급방
침」으로 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공
개되고 있어야 한
다.

개인정보 취급방
침이 이용자가 언
제든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
개되어 있는지 여
부로서 확인사항
의 방법 중 하나
의 방법으로 공개
되고 있는지 확인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
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
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
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
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
지·청구서 등에 지속적
으로 게재하는 방법

-개인정보 취
급방침 전문
- 웹사이트공
개 : 웹사이
트에서 직접 
확인
- 점포등의 
경우 비치되
어 있는 모습
을 찍은 사진
- 홍보지 등
은 게재되어 
있는 홍보지

개인정보 취급방침
의 명칭 사용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
는 용어로 표시하는지 확인

Ⅱ-2. 필수표시사항의 포함 여부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
증빙서류

법 제27조의2 제2
항에서 정하고 있
는 내용이 개인정
보 취급방침에 모
두 포함되어 있는

법 제27조의2 제2
항의 열거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있
는지 여부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개인정보 취
급방침 전문

3.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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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판단하여 이
용자로 하여금 자
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며 제3자에
게 제공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
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
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
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
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
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
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
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
집하는 장치의 설치·운
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
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
락처

(8) 개인정보의 안전보호조치
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이용 및 누출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
한 사항

Ⅱ-3. 변경사항의 표시 여부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
증빙서류

법 제27조의2 제3
항에서 정하고 있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이유와 변경

(1) 변경된 취급방침이 있는 
경우 변경이유와 변경내용

-변경전후 개
인정보 취급



- 250 -

는 내용으로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하는 
이유와 변경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
도록 표시하고 있
는지 여부를 판단
한다.

내용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알기 쉽
도록 잘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을 취급방침에  표시하는
지

(2) 변경전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방침 전문
-변경이유 설
명서

Ⅱ-4.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동의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개인정보 취급방침
의 동의는 개인정
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 등에 대
한 동의가 아니므
로 이러한 점을 명
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
침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개별항목
에 대한 동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

(1)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동의
와 개별적인 사항에서의 
동의를 구별하고 있는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시 별도의 동의
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는지 

-개인정보 취
급방침 전문

Ⅲ.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기준

1. 일반원칙

Ⅲ-1. (1) 최소수집의 원칙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정보통신서비
스의 제공을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를 수집하
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의 개인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의 제공을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는 법 제23조 제2
항의 최소수집의 
원칙에 따라 개인

수집하는 개인정
보가 서비스제공
을 위하여 최소한
의 정보인지 여부

(1)개인정보 수집항목
(2)사업자의 서비스제공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
집항목

최소정보임을 
입증하는 서
류 (사업자제
출)

최소한도의 수집
항목외의 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동
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1)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수집
항목

(2)추가항목에 대한 별도의 동
의절차 안내 및 동의절차

(3)추가항목에 대한 동의없이
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한지

민감정보의 수집
-원칙:수집금지
-예외:이용자의 동
의/법규정

(1)수집항목에 민감정보가 
있는지

(2)이용자의 별도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3)법령에서 정한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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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급방침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
인정보가 최소수집
의 원칙을 준수하
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
집여부
-원칙:수집금지
-예외:법에서 정한 
사항만 가능

(1)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
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
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
집·이용이 불가피한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
는 경우

(4)법령에서 허용해도 주민
등록번호 외의 본인확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주민번호 외
의 본인을 확
인하는 시스
템 구축사항

Ⅲ-1. (2) 이용제한의 원칙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는 수집한 개
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동의 없이 이
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이용
할 수 없다. 여기에
서의 이용은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필요
한 이용에 한정되
는 것이며 이용자
의 동의가 있는 경
우라도 개별적・구
체적인 이용범위를 
지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
서 한 번의 동의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
인지 여부

(1)수집・이용목적이 사업자의 
서비스제공의 범위내에 해
당하는지

(2)목적의 문구가 모호하여 명
확한 범위를 확정할 수 없
는지

(3)목적의 문구가 다의적이어
서 여러방면으로 해석이 가
능한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
공에 있어 개별적
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1)각각의 항목마다 별도의 동
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한 표
시시항이 정확한
지 여부

(1)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지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
용 기간

(2)개인정보 항목이 최소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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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되는지
(3)제공받는자가 사업연관성을 
가지는지 또는 제공받는 자
를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
는지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의 경우 위탁
내용 및 수탁자의 
표시가 명확한지 
여부

(1)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
는지

 ①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
는자

 ②취급위탁을 받는 업무내
용

(2)재위탁하는 경우에 재위
탁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
고 있는지

(3)국외이전의 경우 이의 사
실이 별도로 표시되고 있
는지

Ⅲ-1. (3) 안전보호의 원칙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는 수집한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보호하기 위하
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에 사용되
는 정보통신망의 안
정성 및 정보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
한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하고 안전조치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
게 알 수 있도록 표
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
리적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하고 있는지 여부

①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및 운영 여부

②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
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
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를 취했는지 여부

④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취했
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의 안
정성 및 신뢰성확
보를 위한 보호조
치의 내용을 이용
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①정당한 권한없는 자가 정
보통신망에 접근・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이 설
치되었는지 여부

②정보의 불법 유출・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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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해졌
는지 여부

③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
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
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
호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④다음 각호의 사업자인 경
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을 받았는지 여부 및 인증
기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
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법 시행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요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심
각한 장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해야할 조
치가 표시되고 있
는지 여부

①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
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
하는 방법

②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
조치의 내용

③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
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④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
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
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
의제기 및 배상 절차

개인정보를 국외
로 이전하는 경우 
기술적・관리적조
치, 개인정보 침해
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
한 사항을 이용자
가 알기 쉽게 표
시하고 있는지 여
부

①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③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④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
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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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4) 통지의 원칙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로 하여금 개인정
보의 이용내역을 이
용자가 알 수 있도
록 함과 동시에 누
출 등의 사고가 발
생했을 경우 이용자
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취급
방침에 포함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이 이용자에
게 통지되고 있는
지 여부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전
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
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
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
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지

(2)(1)항의 사업자가 다음의 통
지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
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②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
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
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
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
는 제외한다.

 ③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
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의 분
실・도난등이 있
는 경우 통지된다
는 점이 명시되고 
있는지 여부

(1)다음항목이 표시되고 있는지
 ①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③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⑤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Ⅲ-1. (5) 파기의 원칙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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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또는 이용기간
이 종료된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파기하여 개인정
보의 남용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용목적이 완료
된 개인정보의 파
기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1)파기에 관한 처리방침이 
있는지

(2)파기기준으로서 3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지

(3)3년의 기간 만료전 이용자
에게 이를 알리는 기준이 
있는지

Ⅲ-1. (6) 이용자이익의 원칙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립시에 고려하도
록 하고 분쟁이 발
생하여 발생한 사안
에 대한 해석이 필
요한 경우에 먼저 
이용자이익을 고려
하여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의 권리가 
적절히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1)이용자가 언제든지 개인정
보의 제공동의에 대한 철회
를 할 수 있는지

(2)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를 열람이나 제공요구할 수 
있는지

(3)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요
구를 할 수 있는지

아동에 대한 보호
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

(1)14세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는 점이 표시되고 
있는지

(2)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음
에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대
한 개별적인 동의
를 받도록 시스템
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
도록 표시하고 있
는지 여부

(1)개인정보 취급방침 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2)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중
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Ⅲ-1. (7) 책임의 원칙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법규정의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이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용

(1)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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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토록 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을 명확
히 해석하고 이용자
의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에 명확한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표시토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자의 손해를 배상
한다는 점을 표시
하고 있는지 여부

(2)물리적손해의 입증을 지나
치게 요구하고 있는지

(3)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표시하고 
있는지

(4)제3자제공과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
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배상을 표시하고 있는
지

(5)개인정보 누출등의 사고발
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가 면책범위
를 지나치게 확장
시키는지 여부

(1)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손
해의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2)제3자 제공 및 위탁에서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 서
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자
체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
하고 있는지

(3)개인정보 취급위탁시 수탁
자의 책임에 대한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
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별항목 심사기준 

Ⅲ-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있어 이용자
의 동의절차가 형식
적으로 적절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시 법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1)이용자의 동의사항에 대하
여 동의의사를 의제하는 경
우가 있는지

(2)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
보 수집・이용하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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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이 있다.

도 서비스제공을 위한 초기
의 수집・이용단계에서 동
의를 받고 있는지

(3)추가적인 수집목적이나 이
용목적이 변경된 경우 별도
로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
를 받고 있는지

Ⅲ-2.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
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제3자의 성명과 
제공받는 자의 이
용목적 및 제공하
는 개인정보의 항
목을 모두 표시하
고 각각 동의를 받
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
우 제공받는 자의 
표시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이루
어지고 있는지 여
부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
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

(2)개인정보의 취급위탁시 2
개이상의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는 경우임에도 각
각 표시하지 않고 일괄적으
로 표시하고 있는지

Ⅲ-2.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개인정보의 보유목
적 내지 보유기관
이 경과한 경우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서
비스제공기간과 
일치하고 파기절
차에 대한 사항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
고 있는지 여부

(1)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과 서비스제공기간이 
일치하는지

(2)서비스제공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루어지는지

(3)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이 표시되고 있는
지

(4)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
는 경우 보존이유가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는지

Ⅲ-2.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개인정보의 제3자 개인정보의 취급 (1)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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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반면 
위탁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분
할 수 있지만 제3
자 제공과 위탁은 
모두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한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다는 점에서 실무
에서 구분하여 사
용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이를 명확
히 하기 위한 목적
이 있다.

위탁에 관한 사항
이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에도 취급위탁으로 표시하
고 있는지

(2)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내용
이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3)개인정보 취급위탁시 공
개・통지사항과 동의를 받
는 사항이 구분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공개・통지로 표시
하고 있는지

Ⅲ-2.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 및 법정대
리인의 권리가 적
절히 실현될 수 있
도록 시스템이 구
축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용자 및 법정대
리인의 권리와 행
사방법의 표시가 
이용자가 알기 쉽
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1)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행사방법이 수집방법보
다 동일한 방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방법을 제시하
고 있는지

(2)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의 권
리행사를 하는 경우 법정대
리인임을 확인한 후에는 이
용자의 권리내용과 법정대
리인의 행상방법을 표시하
고 있는지

Ⅲ-2.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

자동으로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경

(1)자동수집 프로그램의 용도
를 표시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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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막
고 적절한 동의방
법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우에 그러한 사실
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있
는지 여부

(2)자동수집 프로그램의 삭제
방법을 표시하고 있는지

(3)수집에 대해 이용자의 동
의를 받고 있는지

Ⅲ-2.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
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규정목적/내용 점검항목 확인사항
확인방법/증

빙서류

개인정보의 관리책
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서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이 있다.

개인정보 관리책
임자의 성명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
고 있는지 여부

(1)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회
사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
리를 담당하는 부성의 장을 
표시하고 있는지

(2)(1)항의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관리책임자
로 표시하고 있는지

(3)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표
시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지

구  분 정비 내용 비  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의 근거

- 조문 제목변경 (개인정보 취

급방침의 공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및 심사)

- 공개사항 추가항목 (제2항 

제8호~제10호)

 8. 개인정보의 안전보호조치

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이용 및 누출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개정

4.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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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

- 심사항목 신설(제4항~제6항)

 • 제4항 : 심사청구에 의한 

심사실시

 • 제5항 :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실시

 • 제6항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

- 표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사항 신설 

 • 제7항 : 표준 개인정보 취

급방침 제정규정 신설

심사기관의 선정 및 

심사기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근거규정

(1)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범위 

신설

 - 제52조 제3항 제6의1호 신

설

(2)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를 

위한 자료조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위임 규정 추가

 - 제70조 제4항 제1호에 법27

조의2 제4항 및 제5항 추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개정

심사결과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조치

(1) 심사결과 대한 시정권고 또

는 시정명령

 - 제64조 제4항의2 신설

(2) 시정권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 제76조 제2호의2 신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개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근거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

의2 신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

정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기준 및 절차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고시(안)
고시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위

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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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순서 적용기준

개인

정보 

취급

방침의 

심사

적용(1차)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 관련 규정 → 정

보통신망법 시행령 → 정보통신망법

참고 및 

적용(2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참고(3차) - 그 외의 법률

개인

정보법과

의 관계

심사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심사규정 적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중복

- 정보통신망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

항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적용

약관

심사와의 

관계

심사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이 약관심사지침에 우선하여 적

용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 불공정약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관심사

지침 적용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보보호에 관한 법위반 여부의 판단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지침 적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중복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이 약관규제

법에 우선하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적용

5. 법령간 적용기준

Ⅱ. 결론

개인정보 취급방침제도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의 태동기부터 규정되어 왔고 이 

제도의 신설로 보다 신뢰할만한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되었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함에 있어 개인정

보의 관리책임자를 명시토록 함으로서 보다 책임감있는 개인정보관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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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도 상당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침해와 유출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제공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개인

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방침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

인정보취급방침을 마련할 때 방침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

해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든 취급방침이 법의 취지

와 일치하는지, 법 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사실상 그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내

용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포

함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법규정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상반되는 것이 있는

지 심지어 이용자가 당해 취급방침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많은 내용으로 당해 취급방침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

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 분

쟁이 발생한 경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정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문

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침해신고 및 

분쟁조정 현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2008년도 39,811건에서 2011
년도에는 122,21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 하나 하나가 결국엔 개인정보 취

급방침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

정보 실태현황을 통해서도 사업자가 얼마만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의도 내지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단순히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로서는 어떤 형태로 수집을 

하고 이용을 하든지 일단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집

하는 항목이나 이용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

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

는 개인정보를 취급방침의 시각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규정의 의도와 

목적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사한 심사제도로서 외국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심사제도를 조사하였고 이

어서 국내외 심사제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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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심사제도로 EU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의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EU에서는 유럽연합차원의 독립감독

기구로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심사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사전심사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EU기관 중에서 몇가지 분야에서의 정보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심사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당해 심사대상 EU기관

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심사의견을 해당 

기관에 보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

치된 정보책임관실(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미국의 경우에는 EU나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연방거래위원회의 프라이

버시 감사제도를 활용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조사 

후 시정조치 등을 내리는데 이 시정조치에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동의명령을 내린다. 조사와 시정조치는 개별적인 사

항에 대해 판단하며 주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

다. 우리의 경우에도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오고 있었지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의 유사한 심사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유사한 심사제도로서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약관심사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았다. 약관은 사업자가 향후 있을 다수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

리 만들어 놓는 계약의 내용으로서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특성 때문

에 불공정성을 언제나 다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관을 규제하는 법리

를 개발하고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여 약관을 통제하고 있다. 약관에 대해서는 

우리의 약관심사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여러 나라 특히 독일의 경우 개

별적인 약관규제법에서 민법개정을 통해 약관규제를 민법전에 편입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약관

관계지침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외에 영국이나 미

국 또는 일본의 경우도 약관의 사용과 이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의 처리에 대해 

공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편입통제와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통제가 그

것이다.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약관심사기준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 법규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유용한 기

준이 된다. 이 외에도 유사한 심사제도로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그리고 게임물등급 심의제도도 살펴보았다. 이들 심의규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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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심의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먼저 고려되고 있고 세워진 

원칙을 심의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의 수립시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현황과 취급실태 그리고 유사한 심사제도의 검토

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방침 심사제도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심사대상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

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항목에 대한 준수가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을만

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포함해서 OECD의 개인정보보호 8대 원칙, EU 개
인정보보호지침상의 보호원칙,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기본원칙, 미국 Safe 
Harbor의 개인정보보호 7원칙 및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원칙을 검토하였

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였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수집제한의 원칙/최소수집의 원칙(제23조)
- 동의의 원칙(법 제22조)/ 이용제한의 원칙(법 제23조의2, 제24조)
- 통지의 원칙(법 제27조의3, 제30조의2)
- 안전보호의 원칙(법 제28조, 제45조,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4, 제49조, 
제63조) 

- 파기의 원칙(법 제29조)
- 이용자이익의 원칙(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 책임의 원칙(법 제32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원칙이 취급방침의 개별

항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는 먼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회의를 통해 심사를 하되 앞서 개인정보 심사의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앞서 약관심사의 불공정판단에 대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개별항목이 심사원칙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만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되어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개인

정보 취급방침의 심사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에서 담당함으

로서 심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를 위한 법규정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사는 심사위원회

의 구성과 심사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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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심사요청서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입증자료를 심사하되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심

사 후에 심사의견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시기관에 

제출하고 만일 개선의견이 법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는 개인정보 취급정

책에 대한 정비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사업자입장에서는 취급방침의 조사를 통

한 적접적인 제재보다는 먼저 개선의 기회를 주고 후에 제재를 하는 심사제도

가 보다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심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령의 정비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특히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법제화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에 심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심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를 제정할 수 있

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시정권고 내지 시정명령

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벌칙조항을 신설하였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

정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심사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진일보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심사제도 그 자체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자의 부

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심사를 위해 심사기관의 업무를 확대함으로서 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이를 

통해 그동안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법을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어떠한 기준없이 필요하다는 명목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효

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이용하는 것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수

집과 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향후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과 그 근거 그리고 심사기준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그리고 심사제도의 중복 등을 해소하기 위

한 기관간의 협의방안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연구로 남겨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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