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은
Long-term Trade Strategies Study Series 18-03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
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
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
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 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
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

Trade Consistency of Regulation on Cross-border Data
Flow and Its Policy Lessons for Korea
Han-Young Lie and Seong-Min Cha

최근 다수의 국내법 개정안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약방문처럼 벤치마크하고 있으나, 이 법의 국제통상협정
합치성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 EU 개인정보보호법에 국제통상협정 위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면, 이는 국내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EU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규정에
대한 GATS 양립성 분석 결과에 기초해 주요 국내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8-0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8-0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향 연구
인 쇄
발 행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팩 스
인쇄처

2018년 12월 24일
2018년 12월 31일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044) 414-1179
044) 414-1144
㈜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ISBN

10,000원
978-89-322-7100-2 94320
978-89-322-7092-0 (세트)

국문요약
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
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와 경
제활동 간 인과관계도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가 경제활동
의 기록물로 남기보다 경제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으
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비되는 새로운 교역재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간 데이터 이
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충돌하고 있다. 자유방임이 최선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가 하면, 그러한 자유방임이 데이터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공존하
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행 국제통상규범은 그러한 상반된 관점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만
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WTO 협정에는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 자체가 부재하다. 1998년 출범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
획의 유일한 성과는 사실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관세유예에 머물러 있다. 일
부 FTA가 ‘데이터 국내화요건(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금지 등 초보적
규범을 제정한 바 있지만,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일국의 규제정책공간
(regulatory policy space)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국가간 데이
터 이동에 관한 한, 현행 국제통상규범 내에 심각한 법적 진공상태가 존재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국이 체결한 FTA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일견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가 각종 경제활동의 성과를 결
정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상품·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WTO 회원국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다.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안정적 시행은 데이터 국내화요건 금지 등 FTA 규범은

물론이고 WTO 협정과의 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의 서비스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GATS 양립성은 중요한 점검사항
이다.
2018년 5월 시행된 EU GDPR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러한 사정
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EU GDPR을 약
방문처럼 벤치마크 하는 형국이다. 이는 국내에서 동법을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이정표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EU GDPR에 WTO 협정
위반요소가 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관련법의 통상친화
성 보장 차원에서 그러한 벤치마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동법의 WTO 협정 양립
성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EU
GDPR 주요 규정의 GATS 양립성을 우선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주
요 관련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EU GDPR은 역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을 목
표로 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 등 개
인정보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상 경제활
동 분야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역외 서버(server)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
라인서비스 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 등 EU 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기
업도 예외가 아니다. 즉 EU GDPR은 역외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동법상의 의무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
다. 따라서 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은 동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의 성격을 가진다.
EU GDPR은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형태의 이행조치를 도입하
고 있다. 이는 역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동법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역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처리는

원칙적으로 EU 집행위원회 또는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심사·승인 절차인 ‘적정
성심사(adequacy test)’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전자는 국가 단위에서,
후자는 기업 단위에서 역외 개인정보처리가 동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수준
(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굳이 국가 단위의 적정성심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에
적정한 보호수준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역외 개인정보처리 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EU GDPR에 따른 역외적용 및 적정성심사가 통상친화적일까? 우선,
여하한 국제통상협정도 역외적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 GATT 체
제하의 분쟁 패널이 역외적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일국의 국내규제
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는 역외적용을 용인한다면, 다자통상체제의 근간이 훼
손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적정성심사는 GATS의 최혜국대우, 내국민
대우 등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을 내재한다. 적정성심사가 기본적으로 국적
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
처리 사실이 상이한 국적의 서비스(공급자) 간 또는 역내·외 서비스(공급자) 간 경
쟁관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특성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소비
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그 수준
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전자와 후자가 동종 서비스
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를 역외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
는 서비스에 비해 이를 역내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자와 후자를 동종 서비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
보 역외이전에 대한 차등대우가 설령 국적 구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종 서
비스에 대한 부당한 차등대우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처리 사실이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정성심사가 동종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부당
한 차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적정성심사가 GATS 비차별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경우, EU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
다. EU는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
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를 기재한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에 근거해 부
분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
실은 GATS 제XIV조를 동원할 수 있는 조치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GATS 제XIV조를 통한 정당
화는 적정성심사와 같이 일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
조치에 국한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공간정보 등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해 엄격한 ‘시장개입형
규제(opt-in regulation)’ 기조를 견지해왔다. 국가안보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공
간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와 달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는 통상친화
성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데이터 관련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
내 관련법 개정 동향은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 비해 데이터 주권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국내 여론을 실감하게 한다. 특이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
인정보보호법에 비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등 개인정보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분야별 법령 개정을 위한
EU GDPR 벤치마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빈번한 벤치마크 대상은 EU GDPR상
의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및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이다.
특이한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은 공통적으

로 규제의 역차별 해소를 표방하면서 EU GDPR을 벤치마크 하고 있다. 예컨대 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공급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즉 부가통신서비스
의 국경간 공급(mode 1)에서 비롯된 자물쇠(규제의 역차별)를 EU GDPR이라는
열쇠로 열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부정교합인 셈
이다. 이는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양허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규제의 역외적용 및 그 이행조치(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로 풀어보려는 시도로서,
향후 통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심각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상호주의 적용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명백
하게 국적 구분에 기초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 차별을 유발하는 조치로서, 우리
나라가 관련 조약을 통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이상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을 피해가기 어렵다. 소관부처가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너무 성급한 나머지
핵심 쟁점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돌아갔어야 옳았다
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GATS 양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EU의 적정성
심사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통상친화적 심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추가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 ‘국내서버요건(local server requirement)’은 GATS 또는 한·미 FTA상의 시
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우려되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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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근 세간에서 자주 회자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이다. 그 실체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data)의 생산적 활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으
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견이 없다. 국제적으로 ‘데이
터경제(data economy)’라는 용어가 자주 제4차 산업혁명을 대신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의
원활한 접근·활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국제무역 및 경제성장을 확대·심
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경제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담아내기 위해 고안된 용
어인 셈이다.
데이터와 경제활동 간 불가분의 관계는 현재진행형이다. SNS 등 다양한 온
라인서비스에서 데이터는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갖는 거래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데이터 없이는 클라우드컴퓨팅, 핀테크, 블록체인 등 수많은 신종 서비
스의 존립도 불가하다.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적 미디어산업도 영화, 음악, 서
적, 뉴스 등 각종 콘텐츠를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야만 생존이 가능하
게 되었다. 유형의 오프라인 상품 공급을 통해 성장해온 제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1) 예컨대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벌써 오래전에 파일 형식의 다운로드 소
프트웨어로 변신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
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만 지불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소프트웨어2)도
등장하였다.
맥킨지(McKinsey)는 인터넷 트래픽(traffic) 기준으로 2005~14년 전 세계
국가간 데이터 흐름(cross-border information flows)이 약 45배 증가했다
고 파악하고 있다.3) 전자상거래 무역비중도 전 세계 상품무역의 약 12%, 서비
스무역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4) 국제무역이 국가간 데이터 흐름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데이터 활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의 약
75%가 ICT 이외의 분야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4).
2)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보통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라고 지칭한다.
3) 참고로, 유사한 기간 중 전 세계 서비스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및 인력의 국가간 이동은 각각 약 3.1배, 2.3배
및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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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세에 동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제4차 산
업혁명 확대·심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도는 비약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5~21년 동안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약 217배 증가하고, 인터넷에 연동
되는 단말기(devices)의 개수가 세계 인구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시스코
(Cisco)의 예측이 이를 뒷받침한다.5)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등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데이터의 국가간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장애물, 즉 ‘데이
터 국내화요건(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으로 대표되며, 혹자는 이
를 ‘데이터 보호주의(data protectionism)’로 풀이한다.6) 동 요건은 국내산
업의 전략적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관세·비관세조치를 동원하는 전통적 산업
정책과 달리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국가안보 등 합법적 정책목표를 표방
한다는 점에서 관련 조치의 당위성을 일축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데이터의 이
동성(mobility) 제한으로 인해 자유무역 왜곡이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에 있다. 즉 일국의 합리적 선택은 ‘데이터 국내화요건’이 수반하는 정책적
정당성과 자유무역 가치 간 비교형량을 전제로 해야 한다.
TPP, TiSA, TTIP 등 일련의 메가 FTA에서 논의되어온 데이터의 국가간 자
유로운 이동 보장, 데이터 저장·처리 설비의 국내설치요건 폐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공개 금지 등 데이터 국내화요건 금지에 관한 통상규
범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범세계적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둘러싼 글로
벌 스탠다드 제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종 통상규범
은 국가간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통상마찰 예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규범으로
서, 현재까지 가시화된 데이터 국내화조치 금지에 관한 통상규범은 일국의 정

4) Castro and McQuinn(2015).
5) Cisco(2017).
6) Cory(2017. 5. 1), “Cross-border Data Flows: Where Are the Barriers, and What Do They Co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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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정책공간(regulatory policy space)’을 분
명하게 획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메가 FTA상의 관련규정은 한
편으로 데이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
정책목표를 위한 경우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를 조건으로 제한이 가능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세부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이동 및 활용에 관한 어떤 조치가 데이터 국내화요건 금지 규
정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해당 조치의 궁극적인 통상규범 합치성은 대부분의
FTA가 그 법적 근간으로 인용하고 있는 GATT, GATS 등 기존 다자통상규범
내에서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의무와 규제에 관한 정책자율권 간 합리적 ‘비교
형량 심사(weighing and balancing test)’를 통과해야만 온전히 담보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상품·서비스무역이 오프라인 방식이든 온라인
방식이든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규제가 크든
작든 상품·서비스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무역상대국들이 ‘포럼
선택(forum-shopping)’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다자통상규범에 따른 의무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공간정보 등 데이
터의 국외이전에 관하여 엄격한 ‘시장개입형 규제(opt-in regulation)’ 입장
을 견지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위험에 대한 평가 및 대응책 마
련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의 최신 동향은 우리나라가 관련법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때 참고할 만한 가치가 매우 높다. EU가 역내 규제정책의 일
환으로 2018년 5월
Regulation)

7)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시행에 들어간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동법은 특히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al claim)’을 전제로 하며, 역내 시민의 개

7) REGULATION(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J. [2016] L. 119/1. 이하, 간략히 ‘GDPR’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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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원하는 기업 또는 그러한 기업의 소
속 국가(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정해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평
가하는 소위 ‘적정성심사(adequacy test)’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현재 EU GDPR에 따른 의무 준수에 골몰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업의
소속 국가(정부)는 EU와의 협정체결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많은 나라들에게 스스로의 개인정
보보호 관련법제 개선을 위한 지향점(focal point)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EU 내에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급기야 EU는 동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규제가 향후 EU가 체결하는 FTA 등 국제통상협정과의 양립성 문제
로 인해 집행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8) 이는 동법이 EU 역내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지극히 정당한 정
책목표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EU 내부적으로도 동법의 국제통상협정 저촉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EU GDPR이 정책적 정당성과 자
유무역 가치 간 비교형량을 위한 솔로몬의 저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3국
의 도식적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와 직·간접 연관성이 있는
WTO 협정(GATT 및 GATS)의 주요 규정을 발굴·해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EU 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통상법적 논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또
한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무역친화적 ‘규제
정책공간’을 진단하고,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
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최근 국제 논의 동향
8) O’Donoghue and McCluskey(2018. 4. 4),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Provisions for Crossborder Data Flows While Consultation on GDPR Article 49 Guidance Clo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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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현안과 함께 우리나라의 관련법제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적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다자통상규범인
GATT 및 GATS의 관련규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GATT 및 WTO 체제하의
다양한 분쟁선례에서의 판결 내용을 활용한다. 제4장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을 둘러싼 통상법적 논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할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데이터 국외이
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관련법제들에 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무역
친화적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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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1. 국제통상규범 제정·논의 동향
2. 주요 국내법제 현황 및 쟁점

1. 국제통상규범 제정·논의 동향
가. WTO/TiSA
1) 협정(안) 개요
2012년 미국 피터슨연구소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일환
으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 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RGF(Really Good Friends)’9)로 불리는 서비
스협상그룹이 추진했던 협정의 공식 명칭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이다.10) TiSA는 특히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신종 서비
스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1) 미국 트럼
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추진동력을 잃게 되어 현재는 재추진 여부가 불
투명한 상태이다. 참고로 TiSA하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관해서는 포지티브 기재(positive listing),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해서는 네거티브 기재(negative listing)를 기준으로 하는 혼
합접근방식(hybird approach)에 기초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12)
TiSA에서 논의된 전자상거래 규범은 부속서(Annex) 형식이다.13)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동 부속서의 조문은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강행규정 중심이
며,14) 이러한 강행규정에는 국가간 정보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및 소프트웨

9)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대만, 일본, 칠레, 콜롬비
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이스라엘, 파키스탄, 터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Inside U.S. Trade(2012. 5. 4), “Peterson Institute Argues for Services Deal Along Lines of U.S.
Pos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8).
11) Kronby and Barutciski(2013. 4. 3), “The Trade in Services Agreement: Opportunities for Canadian
Service Suppli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15).
12) Cory and Ezell(2016), p. 20.
13) Kilic and Israel(2013), “Analysis: Leaked TiSA Annex on Electronic Commerce,”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8. 8. 3).
14) 일반규정은 협정의 적용범위 및 예외,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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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스코드(source code) 등 소위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TiSA는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15)에
대한 비차별대우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는 디지털재화의
정의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입장 차이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협상에서는 ‘양방향 컴퓨터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16)에 관한 규정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매개를 핵심 사업모델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또는 ‘온라인 중개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에 대한 일종의 면책조문이다. 이러한 면책은 동 사업자들에
게 제3자가 제작한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유해 콘텐츠에 대해 동
사업자들이 취한 자발적 접근 제한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
으로 요약될 수 있다.18) 참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미국 국내
법19)에서 유래하는 동 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하에서는 외
부에 누출된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20)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규범의 주안
점을 논의한다.

15) 한·미 FTA 기준(제15.9조, 용어 정의)에 따른 디지털재화는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중략… 제품”
이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으나, 회원국이 그에 대한 분류(상품 또는 서비스) 권한을 보
유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16) 누출된 TiSA 문안에 의하면 “any system or service that provides or enables electronic access by
multiple users to a computer server”로 정의된다.
17) Malcolm(2017. 1. 31), “Leaked TISA Safe Harbor Proposal: the Right Idea in the Wrong Plac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5).
18) 이러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활용된 기술(수단)을 제공한 주체(technology providers)도
면책대상이다.
19) 47 U.S.C. §230, Communications Decency Act.
20) Bilaterals.org(2013. 9. 16), “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Annex on Electronic Commer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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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의 조문구성
유 형
일반규정

조문
(2개)

1조(일반조항 : 협정 적용범위 및 예외)
14조(용어 정의)
2조(국가간 정보이전)
3조(온라인 소비자보호)
4조(개인정보보호)
5조(스팸메시지)
6조(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강행규정

(11개)

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8조(컴퓨팅 설비의 위치)
9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0조(관세)
11조(양방향 컴퓨터서비스)
13조(안보 예외)

협력규정

(1개)

12조(국제협력)

자료: 이한영 외(2017), p. 144.

2) 주요 세부 규정
가) 적용배제
TiSA의 적용배제(carve-out)는 부속서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 양허협
상과 무관하게 또는 양허협상의 결과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구분
된다. 우선 정부조달, 보조금 및 무상교부금, 공공정보(관련조치) 등은 부속서
적용을 배제한다.21)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 및 문화적 다양성(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보호를 위한 정책도 부속서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22) 다만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에 대한 적용배제 방
법론과 관련해서는 부속서 전체를 적용배제하자는 입장과 양허협상과 무관하
21)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조 5항.
22)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5조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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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국가간 정보이전(제2조)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제8조) 조문의 적용만 배제
하자는 입장이 대립한 바 있다.23)
양허협상과 무관한 적용배제 논의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비차별대우24)를 포
함하는 관세(제10조) 조문과도 관련된다. 다만 이는 무관세의 적용대상에 전자
적 전송 콘텐츠(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즉 디지털재화의 포함
을 전제로 전자화폐 등 디지털 금융거래 매개수단(financial instruments), 보
조금(subsidy) 및 무상교부금(grant) 등에 대해 전자적 전송에 대한 비차별대
우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25) 이 중 보조금 및 무상교
부금은 다른 방식(부속서 적용배제)으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비차별대우 조문
적용이 배제됨을 재확인하고 있다.26)
마지막으로 양허협상 결과에 기초한 적용배제 대상은 회원국이 양허표에 기
재한 조치이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간 정보이전(제2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제6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제8조) 및 전자적 전송 콘텐츠에 대한 비차별대우
(제10조 3항) 등과 관련된 경우에 국한된다.27)

나)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 무관세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0조(관세)는 WTO 각료선언을 통해 합의된 한시적
무관세를 영구 무관세로 수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영
구 무관세 적용대상을 둘러싼 첨예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전자적 전
송 콘텐츠(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28) 즉 디지털재화를 적용
23)
24)
25)
26)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6조 및 제6조 alt.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0조 3항.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0조 4항 및 5항.
“The Parties understand that paragraph 3 does not apply to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ds, guarantees and insurance.”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0조 5항
27)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조 4항.
28)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 means any content that is digitally encoded an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including a computer program. For greater certainty,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 does not include digitized representations of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money. This definition is without prejudice to whether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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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EU는 WTO 각료선언에 언급된 ‘전
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EU의 입장은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의 영구 면제라기보다는 디지
털재화의 전자적 전송에 수반되는 전송량(bit)에 대한 국경세의 영구 면제를 의
미한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과는 대조된다.
근본적으로 이는 디지털재화의 영구 무관세를 바라보는 미국과 EU 간 관점
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시청각서비스 등
방송 분야의 시장자유화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향후에
도 전송(통신) 부문에 관해서는 시장개방 입장을, 디지털콘텐츠(방송) 부문에
관해서는 시장보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영구 무관세의 적용대
상을 디지털재화로 할지, 전자적 전송으로 할지의 문제는 경제적 관점(시장자
유화) 중심의 미국과 사회문화적 관점(문화적 정체성) 중심의 EU 간 획기적인
타협이 어려운 난제이다.

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디지털재화는 국가별로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특수한 재화이
다. 물리적 전달매체를 통해 국가간 거래되는 디지털재화는 상품으로, 인터넷
을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재화는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인
터넷 전송(서비스)에 의하는 이상 그 대상이 무엇이든 서비스라는 판단에 의한
다. 물론 서비스로 간주할 경우에도 디지털재화의 전송이 어떤 서비스 분야 소
속인지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도 부재하다.
문제는 비차별대우를 원칙규정으로 채택함으로써 국가별 재량권 행사 여지
를 축소한 GATT와 달리, GATS하의 비차별대우 여부는 국가별 양허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국가별 디지털재화 분류 권한은 디지털재화 시장

good.”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제14조. 참고로 이 정의는 누출된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에서는 가림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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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의 형평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예컨대 상품으로 분류하는
국가는 대체로 디지털재화에 대해 비차별대우를 부여해야 하는 반면, 서비스
로 분류하는 국가는 동일한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전자상거래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안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GATT나 GATS에 의하기보다 전자상거래 부속서에서 규
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GATT와 유사한 비차별대우 원칙을 디
지털재화에 대해 적용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디지털재화(디지털콘
텐츠)를 사회문화적 잣대로 재단하는 EU가 이러한 미국 제안에 동조할 가능성
은 희박해 보인다.

라) 국내화조치 금지
국내화조치 금지와 관련하여, TiSA는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관한 조문을 공히 도입하고 있다. 조문의
내용 및 기본구조 측면에서 이는 TPP 관련규정과의 유사성이 매우 높다. 각 조
문은 국내화조치를 금지한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위 ‘부작위 의무
(negative obligations)’를 명기하면서도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에 의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및 무상교부금, 공공정보(관련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의 적용배제가 논의된 바 있다. 다만 금융서비
스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 가운데 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간
정보이전 등 두 개의 조문 적용배제가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회원국이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및 무상교부금, 공공정보(관련조치) 및 금융서비스 이외
의 분야에 대해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 적용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양허협상을
거쳐 합당한 제한조치를 양허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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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 TiSA가 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
웨어 소스코드 등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을 채택하더라도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지급, 공공정보(관련조치) 및 금융서비스 분야 등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의 정
책자유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
내화조치 금지 조문 적용배제와 관련한 미국 내 논란에 비추어볼 때29) 추후 금
융서비스 분야가 그러한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된다.

나. 주요 FTA
1) 한·미 FTA
한·미 양자간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은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chapter
15)이 규정한다.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은 일반규
정, 강행규정 및 협력규정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규정(3개 조문)의 특이성은 제
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조문은 서비스시장에
관한 양허내용 판정을 위한 원칙규정이다.30)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조문은 ‘전자적 공급(electronic supply)’이 모든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에 적용되며, 전자적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는 유보(reservation)를 통
해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행규정에는 디지털재화(제15.3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제15.4조) 등 2
개 조문이 포함된다. 특히 제15.3조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영구 무관세 및 비차
별대우를 규정함으로써 WTO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 이상을 달성했다는 점에

29) Fefer, Akhtar, and Morrison(2017), p. 34.
30) 한·미 FTA 제15.2조, “The Parties affirm that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s Eleven through Thirteen(Investmen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Financial Services), which are subject to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that are applicable to such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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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31) 또 다른 신규 규정인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
명)는 전자서명 인증수단 선택의 자유, 비전자서명 대비 전자서명의 비차별적
법적 효력 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금융, 의료 등 강화된 정보보안을 필요
로 하는 분야에서는 당사국에 전자서명 인증수단 선택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
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표 2-2.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성
유형

조문
제15.1조(일반조항)
- WTO 협정 적용 원칙 천명

일반규정
(3개)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한·미 FTA의 투자 및 서비스 Chapter 규범 적용
제15.9조(용어 정의)
- 전자상거래 장(chapter) 내의 주요 용어 정의
제15.3조(디지털재화)
- 디지털재화에 대한 영구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 정부보조금 및 무상교부금, 방송(프로그램 전송)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

강행규정
(2개)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전자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 인증수단 선택의 자유
- 전자서명의 법적 동등효력 인정
- 예외 : 금융, 의료 등 특수 거래는 자국 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의무화
등 특정 전자인증수단 요구 가능
제15.5조(온라인 소비자보호)
- 기만·사행행위 방지조치 및 당사국(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 인정
제15.6조(전자무역)

협력규정
(4개)

- 무역행정문서의 전자화 및 공개
- 전자적 무역행정문서의 법적 동등효력 인정 노력
제15.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자국 법을 조건으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인정
제15.8조(국가간 정보이전)
- 정보의 국가간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자제 노력

자료: 이한영 외(2017), p. 206.

31) WTO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본 연구 pp. 71~74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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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규정에는 온라인 소비자보호(제15.5조), 전자무역(제15.6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용(제15.7조) 및 국가간 정보이전(제15.8조) 등 4개 조문이 포함
된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요지로 하는 제15.7조는 초고속 인
터넷 사업자의 비차별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장비, 이용자(서비스공급자 포함) 및 서비스와 관
련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원칙규정이다. 다만 당사국 법령에 기초한 일부
예외도 허용하고 있다. 국가간 정보이전 조문(제15.8조)은 비록 협력규정의 형
식으로 채택되었지만, 추후 TiSA, TPP 등 메가 FTA에서 국가간 자유로운 정
보이전에 관한 강행규정을 논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TPP
가) 협정 개요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TPP 전자상거래 장(chapter 14)은 일반규정(2
개), 강행규정(11개) 및 협력규정(5개)로 구분할 수 있다. TPP 전자상거래 장
은 “전자적 전송(electronic means)에 의하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
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32) 강행규정에는 디지털재화에 관한 영구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33)이 포함된다. 협력규정으로는 전자무
역,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용에 관한 원칙 등을 도입하고 있다.
강행규정 관점에서 TPP 조문과 TiSA 조문(안) 간에는 유사성이 매우 높다.
예컨대 TPP상의 컴퓨팅 설비의 위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스팸메시지 및 개
인정보보호 조문은 TiSA 조문(안)과 특히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만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 가운데 국가간 정보이전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조문
에 대해서는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를 전제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34)

32) TPP 제14.2조 2항.
33) 전자수단에 의한 국가간 정보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등.
34) TPP 제14.11조 3항 및 제14.1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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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및 제14.12조(인터넷 접속료 분담)
등 2개 조문은 국가별 전자상거래 관련법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규정
으로서, 회원국은 UN, APEC 등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에 기초
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회원국의
국내법이 UNCITRAL, 전자거래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UN 전자통신협약(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35) 등이 규정
하는 원칙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4.12조(인터넷 접속료 분담)
는 사실상 ‘ICAIS(International Charging Arrangement for Internet
Services)’에 관해 APEC이 채택한 원칙을 그대로 수용한 조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36)
TPP 전자상거래 장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분쟁해결에 관해 별도의 조문
(제14.18조)을 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TPP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예외를 용인하기 위해
도입된 조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동 조문에 의해 디
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제14.4조), 국가간 정보이전(제14.11조)37) 및 컴
퓨팅 설비의 위치(제14.13조)38)와 관련된 현행 조치의 한시적(협정발효 후 2
년)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35) UNCITRAL 전자거래모델법 및 UN 전자통신협약은 전자계약 및 전자문서에 대해 전통적(오프라인) 방식에 의
한 계약 및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하에 국가별 관련법제의 표준화를 위해 UN이 제정
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다.
36) ICAIS에 관한 APEC 원칙은 인터넷 도입 초기에 미국의 백본망(mother network) 연동을 위해 미국으로 집
중되던 인터넷 호(traffic)가 여타 국가들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발신되어 여타 국가들로
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미국 중심의 인터넷 지배구조하에서 형성된 아태지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의 과도한 국제회선비용 부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00년 APEC(TELMIN4)에서 채택
된 회원국간 (협력)규범이다.
37) 이상,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공히 적용된다.
38) 베트남에 국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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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TPP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성
유 형
일반규정

조문
(2개)

제14.1조(용어 정의)
제14.2조(일반조항 : 협정 적용범위 및 예외)
제14.3조(관세)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제14.5조(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제14.6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4.7조(온라인 소비자보호)

강행규정

(11개)

제14.8조(개인정보보호)
제14.11조(국가간 정보이전)
제14.13조(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14.14조(스팸메시지)
제14.17조(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제14.18조(분쟁해결)
제14.9조(전자무역)
제14.10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협력규정

(5개)

제14.12조(인터넷 접속료 분담)
제14.15조(회원국간 협력)
제14.16조(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협력)

자료: 이한영 외(2017), p. 135.

나) 주요 세부 규정
(1) 적용배제
TPP의 적용배제는 전자상거래 장 전체를 적용배제하는 경우, 양허협상과
무관하게 적용배제되는 경우, 양허협상을 통해 적용배제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상거래 장 전체로부터 적용배제가 가능한 경우는 정부조
달, 공공정보(관련조치)로 한정된다.39) 양허협상과 무관한 적용배제는 제14.4
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제14.11조(국가간 정보이전), 제14.13조
39) TPP 제14.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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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설비의 위치) 등 3개 조문에 대해 가능하다. 전자화폐 등 디지털 암호
화된 금융거래 매개수단,40) 보조금 및 무상교부금,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제
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적용이 배제된다. 제14.11조(국가간
정보이전) 및 제14.13조(컴퓨팅 설비의 위치, 필요성심사) 적용배제는 금융정
보 및 설비에 적용된다.41) 양허협상을 통한 적용배제는 전자적 전송서비스에
관한 조치를 대상으로 하나, 반드시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로 유보된 경우에 한하며,42) 이는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제14.11조(국가간 정보이전), 제14.13조(컴퓨팅 설비의 위치) 및 제14.17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의 적용배제를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3)

(2) 디지털재화에 대한 영구 무관세
TPP 제14.3조(관세)는 디지털재화에 대해 영구 무관세를 규정한다.44)
WTO 각료선언과 달리,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에 대해 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콘텐츠(contents
transmitted electronically)”를 전자적 전송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45)
이는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와 동일한 것으로서,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TPP가 디지털재화를 “상업적 목적으로 전
자전송에 의해 판매·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문서, 비디오, 영
상, 녹음(sound recordings) 및 기타 디지털(암호화) 상품”46)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콘텐츠와 디지털재화 간 차이는 사실상 없다
40)
41)
42)
43)
44)
45)

TPP 제14.1조(용어 정의)의 각주 2, 제14.4조 3항 및 4항.
TPP 제14.1조(용어 정의, covered person), 제14.11조 2항 및 제14.13조 2항.
TPP 제14.2조 4항.
TPP 제14.2조 5항.
TPP 제14.3조 1항.
TPP 제14.3조. “No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one Party and a person of another
Party.”
46) TPP 제14.1조의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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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TPP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는 다른 회원국의 디지털재
화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대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조
문으로서,47) 보조금 및 무상교부금과 방송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8) 또한
이러한 비차별대우는 지식재산권 장(chapter 18)상의 권리·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을 면제한다.49) 이는 TPP가 디지털재화의 지식재산권 보
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대우에 대한 합리적 예외를 허용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컴퓨팅 설비의 위치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서버,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원을 원하는 만큼 그때그때 구매·이용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50) 동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클라우드컴퓨팅 설비를 제한된 복수의 장소
에 구축·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프라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51) 플랫폼서비스(PaaS: Platform as a Service),52)
소프트웨어서비스(SaaS)53) 등으로 구분한다. 참고로 클라우드컴퓨팅 용어에
47) TPP 제14.4조 1항: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각주 4: “For greater certainty, to the extent that a digital product of a non-Party is a “like
digital product,” it will qualify as an “other like digital product”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4.4.1.”
48) TPP 제14.4조 3항, 4항.
49) TPP 제14.4조 2항.
50)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기술표준연구소)의 견해를 참고. Mell and
Grance(2011),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5).
51) 정보저장·처리를 위한 서버 등 각종 IT 인프라 제공서비스가 그 예이다.
52) Google App Engine, Microsoft Azure 등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공서비스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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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클라우드(cloud)’는 구름 속 어딘가에 데이터(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만, 그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이다.
TPP 제14.13조(컴퓨팅 설비의 위치)는 무역상대국 경제주체(covered
person)로 하여금 사업수행의 조건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54) 좀 더 구체적으로, 회원국 소재 제3자의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설비 이용을 의무화하거나 데이터센터(IDC) 등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신축 설비를 회원국 영토 내에 두도록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동 조문은 적용배제를 통해 회원국이 예외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적용배제는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며,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55)를 통과해야 한다.56)
두 번째 적용배제는 해당 조치가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로
유보된 경우이다.57) 전자는 사전적으로는 관련조치의 집행이 용이하지만, 분
쟁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 후자는 양허협상의 부담
을 감수해야 하지만, 일단 유보되면 비교적 자유롭게 관련조치를 집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갖는다.

(5) 국가간 정보이전
TPP 제14.11조(국가간 정보이전)는 국제통상협정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국
가간 정보이전 제한 금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무역
상대국 경제주체(covered person)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로서,
53) Gmail, SNS 등 각종 응용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가 그 예이다.
54) TPP 제14.13조 2항.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55) TPP 제14.13조 3항은 통상법의 일반 법리인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56) TPP 제14.13조 1항 및 3항.
57) TPP 제14.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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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포함한다.58) 동 조문도 제14.13조(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유사하
게 필요성심사에 따른 적용배제를 허용한다.59) 즉 정책목표의 정당성
(legitimacy) 및 정책수단의 최소 무역제한성(trade restrictiveness) 등이 충
족된다면, 원칙적으로 국가간 정보이전에 대한 제한조치가 금지되지 않는
다.60) 물론 정책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관련 제한조치를 비합치조치
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국가간 정보이전이 자유롭기 위해
서는 그 자체에 대한 제한 금지는 물론이고,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대한 제한
금지도 요구됨에 유념해야 한다.

(6)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TPP 제14.17조(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4개의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공개 요건 금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1항은 독립된 소프트웨어 또는 재화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요
건 부과 금지를 위한 원칙 조항이다.61) 2항은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범용 소프
트웨어(mass-market software)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
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핵심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장착·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는다.62) 제14.17조 3항 및 4항은 원칙 조
항(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업적 계약에 따른 소스
58) TPP 제14.11조 2항: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59) TPP 제14.11조 1항 및 3항.
60) TPP 제14.11조 3항: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61) TPP 제14.17조 1항.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62) TPP 제14.17조 2항.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oftware subject to paragraph 1 is limited
to mass-market software or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and does not include software
used for critic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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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공개, 회원국의 법제 준수를 위한 소스코드의 수정(modification)은 가
능하다.63) 다만 후자는 회원국의 법제 자체가 TPP의 여타 규정에 합치함을 조
건으로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특허 신청 및 부여 과정에 수반되는 소스
코드 공개도 원칙 조항에서 자유롭지만, 이 역시도 회원국의 법제하에서 적법
해야 한다.64)

3) TTIP
가) 협상 개요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65) 전자상거
래 규범은 외부에 공개된 협정문 초안이 EU의 협상안(proposal)66)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은 아직 어렵다. EU 협상안을 기준으로 할 때 TTIP 전자
상거래 장(chapter 6)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자적 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영구 무관세’ 조문 이외에는 TPP 및
TiSA에 등장하는 쟁점규정들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특히 국가간 정보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등 국내화요건 금지 규정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3) TPP 제14.17조 3항.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 the inclusion or implemen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ource code in 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or (b) a Party from requiring the modification of source code of software necessary
for that software to comply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64) TPP 제14.17조 4항.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affect requirements that relate to
patent applications or granted patents, including any orders made by a judicial authority in
relation to patent disputes,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under the law
or practice of a Party.”
65) TTIP는 미국-EU 간 진행 중인 FTA의 공식 명칭이다.
66) European Commiss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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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전자상거래 분야 EU 협상안의 조문구성
유 형
일반규정

조문
(2개)

제6.1조(일반조항 : 협정 적용범위 및 예외)
재6.2조(용어 정의)
제6.3조(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제6.4조(사전승인 불가 원칙)

강행규정

(5개)

제6.5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
제6.6조(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제6.7조(스팸메시지)

협력규정

(1개)

제6.8조(전자상거래 규제현안에 대한 협력)

자료: 이한영 외(2017), p. 149를 수정하여 저자 작성.

나) EU의 전자상거래 장(협상안) 세부 규정
(1) 제6.1조(일반조항: 협정 적용범위 및 예외)
EU는 전자상거래 장(이하, 협상안)의 적용범위를 통신 및 여타 정보통신기
술(ICT)에 의한 무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67) 합법적 정책목표 달
성을 위한 조치 도입을 위한 정책 재량권에 대해서도 포괄적 유보 입장을 명시
하고 있다.68) 또한 방송 분야를 포함한 역내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안 적
용을 배제하고 있다.69) 이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송행위(통신서비스)과
전송객체(디지털콘텐츠)를 분리하고, 전자에 한해 시장자유화를 추진한다는
EU의 전통적 협상전략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

67)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rade enabled by telecommunications and/or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제6.1조 2항. European Commission(2015).
68) “The provisions on excep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is Title including the reference to
the right to adopt, maintain and enforce measures necessary to pursu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pply to the entirety of this chapter.” European
Commission(2015).
69) 도박서비스(gambling services), 방송서비스(broadcasting services),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
공증서비스(services of notaries or equivalent professions) 및 소송대리서비스(legal representation
servic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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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3조(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동 조문을 통해 EU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영구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EU가 전자전 전송을 ‘서비
스 공급(provision of services)’이라고 명시한 대목이다.70) 이는 국가간 거
래를 위해 전자적 전송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자적 전송 대상물의 유형이 무엇
이든 관계없이 서비스로 간주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EU가 특히 디지털재화
무역에 대한 규제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
된다.

(3) 제6.4조(사전승인 불가 원칙)
동 조문은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이 원칙적으로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71) 이는 전송행위에 대한 EU의 시장자유화 기조와
양립하며, 전자적 전송에 대한 EU 차원의 탈규제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2)

(4) 제6.5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
동 조문은 당사국의 법제가 문서계약과 전자계약 간 무차별한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법원·
공공기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계약, 보증·담보계약, 가족법·상속법에 따른 계
약은 예외로 한다.73)
70) 제6.3조. “Parties agree that electronic transmissions shall be considered as the provision of
services …중략… which cannot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European Commission(2015).
71) 제6.4조 1항.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may
not be subject to prior authorisation or any other requirement having equivalent effect.”
European Commission(2015).
72) Commission Directive 2002/77/EC of 16 September 2002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O.J. [2002] L 249/21.
73) 제6.5조의 각주 22.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contracts that create or transfer rights in
real estate; contracts requiring by law the involvement of courts, public authorities or
professions exercising public authority; contracts of suretyship granted and or collateral
securities furnished by persons acting for purposes outside their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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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6조(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동 조문은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전자서명74) 및 전자인증의 법적 효력 인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조문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전자서명 및 전
자인증 등 전자거래 방식을 제한하는 조치, 그리고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
적 합치성에 대한 입증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6) 제6.7조(스팸메시지)
무분별한 스팸메시지로 발송 방지를 위한 목적의 동 조문은 당사국 법제에
따라 소비자(이용자)의 사전동의(prior consent) 없이는 각종 광고 메시지 발
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5) 다만 재화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연락정보
를 취득한 공급자는 유사 제품(서비스)에 대한 광고 메시지 발송이 허용될 수
있다.76) 광고 메시지에는 그 대상 소비자는 물론이고, 소비자가 언제든지 비용
부담 없이 이러한 광고 메시지 발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가 명시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77)

(7) 제6.8조(전자상거래 규제현안에 대한 협력)
동 조문에는 전자상거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양국 법제에 대한 정보 교환 등
당사국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상호연
동성 촉진을 위한 상호인정, 스팸메시지 대응방안, 온라인 소비자 보호등이 포
함된다.

74)

75)
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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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racts governed by family law or by the law of succession.” 각주 22. European
Commission(2015).
EU가 협상안에서 사용한 단어는 ‘전자위탁(electronic trust)’이다. 이에는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봉인(electronic seals), 전자타임스탬프(electronic time stamp), 전자등기우편(electronic registered
delivery), 웹사이트 인증(website authentication and certificates) 등이 모두 포함되나 편의상 ‘전자서명’
으로 대신한다.
제6.7조 2항. European Commission(2015).
제6.7조 3항. Ibid.
제6.7조 4항.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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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STR의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장벽 지적 사례
1) 최근 NTE 보고서의 주안점
미국 1984년 통상법은 USTR로 하여금 외국 정부의 법제, 정책 및 관행이
미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무역왜곡효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무역왜
곡효과를 유발하는 외국 정부의 법제, 정책 및 관행 철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USTR은 1986년부터 매해 3월 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를 통해 해당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그런데 2017년부터
는 오프라인 무역장벽과 별도로 디지털무역장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디지털경제(제4차 산업혁명)와 직결된 모든 무역장벽이
포함되며,78) 특히 미국은 2016년부터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자의적 차
단,79) 데이터 국내화요건,80) 국내산요건81) 등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 NTE
보고서는 데이터 국외이전, 디지털재화, 인터넷서비스(internet-enabled
services), 표준화 등과 관련된 제한조치82) 등 최근 현안을 포괄적으로 언급하
는 한편, 무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권 국내화조치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
다.83)

78) “This section addresses all issues that are integral to the digital economy including those
barriers formerly categorized under “electronic commerc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p. 2.
79) ‘arbitrary blocking of cross-border data flows’로 표현되며, 인터넷 검열(필터링, filtering) 및 웹사이트
차단을 포함한다.
80)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로 표현되며, 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 및 컴퓨팅 설비의 국내 설치 요건을
포함한다.
81) ‘local content requirements’로 표현되며, 주파수 경매(브라질), 무선 초고속인터넷 사업권 경매(인도네시아)
등에서 자국이 생산(보유)한 기술, 서비스, 장비, 부품, 재료 등의 사용을 밝힌 입찰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
매절차 운영을 통해 국내산 제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82) 표준관련조치(standard-related measures)가 합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도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조치가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bid, p. 2.
83)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has observed a growing trend among our trading partners
to impose 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measures designed to protect, favor, or stimulate
domestic ~ intellectual property at the expense of …중략… foreign-owned or developed
intellectual property.”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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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TR에 따른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장벽
가) 데이터 국외이전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은 한국 정부
의 위치정보 국외이전 제한이 자국 관련 사업자의 교통정보, 내비게이션 등 양
방향서비스(interactive services)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USTR은 2016년 한국 정부의 고해상도 상업위성사진(high-resolution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국외이전 제한이 국가안보 우려에 따른 것
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한조치를 취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음을 강
조했다.84) 또한 USTR은 한국의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내국민대우 위반
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엄격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로
인해 개인정보처리를 외주에 의존하는 미국 인터넷서비스 공급자가 한국 인터
넷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경쟁상 불리해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85) 201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과도하다는 입
장을 밝히고 있다.86)

나) 컴퓨팅설비 국내화
컴퓨팅 설비 국내화 문제와 관련하여 USTR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CCPA)’87)에서의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망 분리 지

84) “Korea is the only significant market in the world that maintains such restrictions.” Ibid, p. 284.
85) “The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mposes stringent requirements on service
providers seeking to transfer customer data outside Korea. ~ These restrictions pose barriers to
the provision of Internet-based services that depend on third-party data storage and processing
services, and effectively privilege Korean third-party services over foreign services.” Ibid, pp.
284-285.
86) “In April 2016, Korea amended its IT Network Use and Protection Act, which imposes stringent
protections on the personal data collected and handled by telecommunication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The amendments impose significant penalties for violating data protection
standards, including heavy fines for telecommunication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that
transfer personal data cross-border without consent. Failure to obtain consent results in a fine
of up to three percent of the revenue related to the transfer.” Ibid, p. 285.
87) 클라우드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2015년 3월 공표, 2015년 9월 시행)으로서, 클라우드 연구개
발 지원, 세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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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CCPA Guideline)88)과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services)’89) 분야의 컴퓨팅 설비 국내화요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USTR은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망 분리 지침이 실질적인 시장접근 제한조치라고 판
단하고 있다. 동 지침이 형식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대
상 공공기관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관행상 준수가 일반적이어서 미국 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90)
한편 USTR이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91)를 문제 삼는 이유로 한국의 관련
법제92)하에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원화 기준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국
외 정보저장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없음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위원회는 이미 2013년 11월 5개국 이상에서 사업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카드 정보의 국외 컴퓨팅 설비 저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한 바 있으나,93) USTR은 그러한 제도 개선 내용의 집행이 신속·투명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8) 동 지침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클라우드컴퓨팅망
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망을 구축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별도 암호화 알고리듬(encryption algorithm) 적
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동 지침은 강제되지 않으며, 위반 시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참고로 NTE 보고서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p. 280)는 동 지침을 ‘Data Protection
Standards for Cloud Computing Services’로 표기하고 있다.
89)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모든 자금 결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 서비스에는 중대형 회원사의 대량 결제
및 관리, 소액 쇼핑몰의 자금결제 및 선불계정관리 등이 포함된다.
90) “Under the Korean government’s definition, over 10,000 institutions are subject to the CCPA
Guidelines, including educational institutions, public banks, and public hospitals. While the CCPA
Guidelines are only “recommendations,” with no penalty for non-compliance, Korean institutions
usually follow such guidelines, thereby restricting market access opportunitie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p. 285.
91) 국내의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2014)을
참고.
92) 금융감독원은 원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저장설비에 직접 고객의 신용카
드 정보를 저장 및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93) “In November 2013,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regulations to partially
address this issue, enabling online digital content stores operating in more than five countries
and headquartered abroad to receive “payment gateway” registrations, locate IT facilities
offshore, store customer credit card numbers …후략….”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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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무역장벽
USTR은 2014년 10월 시행된 한국 정부의 네트워크 검증 계획(NVS:
Network Verification Scheme)에 따라 정부조달 라우터, 교환기 등 네트워
크 장비의 의무시험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해당 장비 제출이 요구되는 바,94)
“국가정보원이 여론 수렴 기간 없이 그러한 시험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동 요건이 학교, 지방 정부,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적용된다고 포괄적
으로 해석했음”95)을 언급하고 있다. 즉 USTR은 동 요건이 보안 제품으로 간주
될 수 없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험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미국 공급업체의 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및 방화벽 시스템(firewal systems) 판매에 심각
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96)

라. 주안점 및 특징
우리나라는 미국, EU 및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는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발효시킨 상태이며, RCEP, TiSA 등 메가(Mega) FTA 협상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 중이다. 한때 우리나라가 참여를 고려했던 TPP는 미국 트럼프 행정
부의 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진전된 형태의 전자상거래 규범
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하다. 특히 TPP 전자상거래 규범은 TiSA, RCEP
등 여타의 메가 FTA에서도 논의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분야 통상규범의 지향점
(focal point)이 되고 있다.

94) “Korea launched the Network Verification Scheme(NVS) on October 1, 2014. NVS sets forth
new Korea-specific requirements for network equipment such as routers or switches procured
by Korean government entities and requires agencies to submit procured equipmen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for mandatory testing.” Ibid, p. 276.
95) “Korea’s NIS has managed this process in a nontransparent fashion without public comment
periods, and has broadly construed these requirements to apply to any government entity,
including schools, local governments, libraries, and museums.” Ibid, p. 280.
96) Ibid,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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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요 FTA별 전자상거래 규범의 조문구성
협정(안)

한·미 FTA

TPP

TiSA

TTIP
(EU 협상안)

국가간 정보이전

○

●

●

×

컴퓨팅 설비의 위치

×

●

●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

●

●

×

관세

●*

●*

●?

●**

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

●

●?

×

온라인 소비자보호

○

●

●

×

개인정보보호

×

●

●

×

조치 유형 조항

시장개방에
관한 조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

스팸메시지

×

●

●

●

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협력

×

○

×

×

양방향 컴퓨터서비스

×

×

●

×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

●

×

●

●

●

●

×

●

×

●

전자상거래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원활화를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위한 조치

전자무역

○

○

×

×

인터넷 접속료 분담

×

○

×

×

국제협력(회원국간 협력)

×

○

○

○

협정 적용범위 및 예외

●

●

●

●

안보 예외

×

×

●

×

분쟁해결

×

●

×

×

기타 조문

주: ●(강행규정), ○(협력규정), ×(조문 부재), *(디지털재화), **(전자적 전송), ?(디지털재화/전자적 전
송 미정).
자료: 이한영 외(2017), p. 158을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최근 도입·논의 중인 전자상거래 분야 규범들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① 시
장자유화에 관한 조치 ②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consumer confidence
enhancing measures) 및 ③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조치(e-commerce
facilitating measures)로 구분된다.97) 이 가운데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97) WTO(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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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시지, 사이버 정보보안에 관
한 협력 등의 조문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조치는 양방향 컴퓨터서비스, 인터
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
계, 전자무역 및 인터넷 접속료 분담 등의 조문에서 다루고 있다.
시장자유화에 관한 조치는 관세,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국내화조
치(localization measures) 등의 조문과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TPP 및
TiSA는 국가간 정보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국내
화조치 금지에 관한 강행규정 조문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여타 FTA와 상이하
다. 이는 정보(data)가 디지털경제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최근의 국제적 공감대,
즉 사물인터넷(IoT)을 근간 하부구조로 하여 모바일앱(mobile applications),
빅데이터(big data) 및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주축이 맞물
려 돌아가는 디지털경제 생태계하에서 정보가 윤활유와 같다는 주요국들의 관
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국제적 공감대가 유지되는 한, TPP,
TiSA, RCEP 등 일부 메가 FTA상의 국내화조치 금지 규정이 궁극적으로는 다
자통상규범인 WTO 협정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디지털경제, 디지털무역 및 통상규범 간 인과관계

Mobile
Applications

Digital
Trade

Cloud
Computing

WTO Agreement
GATT

GATS

TRIPs

Big
Data

Bilateral Trade Agreements

Ad boc Code of Conduct for
Didital Trade Ecosysterm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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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PP 및 TiSA에서는 필요성심사를 통한 예외 이외에 국내화조치 금지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를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현재까지의 논
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및 무상교부금 등은 국내화조치
금지 의무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화
조치 금지에 관한 조문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및 국가간 정보이
전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수집·가공한 공공정보 및 그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조문상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
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지급
및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율적인 국내정책 수립·집
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하에서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의 수용 가능성
은 어떠할까? 2017년 미국 NTE 보고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게 한
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및 지도정보의 국외이전을 과도
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국내화요건을 유
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관련법 근거를 언급하지
는 않았지만, ‘사전고지·동의(informed consent)’ 이외 방식으로는 개인정보
의 국외이전이 불가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유출 허
가에 근거해 측량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자에 대해
서는 국가기관 클라우드컴퓨팅망 분리 지침(CCPA Guideline)과 전자지급결
제 대행서비스 분야의 컴퓨팅 설비 국내화요건을 적시하고 있다.98)

98)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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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내법제 현황 및 쟁점
가. 개요
디지털무역과 관련되는 데이터(정보)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국제적
합의는 없다. 최근 메가 FTA에서의 논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개인이 정보주체
가 되는 ‘개인정보’와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 수집·처리하는 모든 정보인
‘공공정보’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가운데 개
인정보는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 즉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
보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식별 가능성이 높아
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주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예컨대 EU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 유전자 정보 등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해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함으로써 식별 불가했던 개인정보의
추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공정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데이터의 수집을 담당하는 측량정
보, 과세정보, 국민건강정보 등이 속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정보의 범주
는 국가별 특수성 요인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법령 가운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99)은 국가안보
와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와 첨단과학기술(기기)정보를 ‘중
요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100)에게 일련의 정보유출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101)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99) 이하, 간략히 ‘정보통신망법’으로 지칭한다.
100) 여기에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역무(통신서비스)와 정보제공(매개)역무를 의미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그러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정보제공(매개)사업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3호.
101) 정보통신망법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46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정보는 크게 개인정보, 공공정보 및 중요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
요정보는 반드시 국가기관이 정보의 수집·처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
익(public interests) 보호의 관점에서 그 목적 및 중요도가 매우 높아 법적으
로는 민감한 공공정보에 준하는 정보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상 ‘의제
공공정보’ 정도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지배구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금융/신용

정보통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신용

정보통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야별 개별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

공공행정

교육

의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교육

의료

초·중등
교육법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법」(일반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 전체 포괄
분야별 개별법과 다를 경우 분야별 개별법 우선 적용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3), p. 3.

정보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지배구조는 일반법-특별법 계위에 기초한 전
형적인 ‘시장개입형(opt-in)’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데이터 국외
이전과 관련한 법령의 계위는 그 대상이 개인정보, 공공정보 또는 중요정보인
지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 시행)’하에서 산업 분야별 개별법이 소관 분야를 규율한다. 즉 일반법인 개
인정보보호법이 분야별 개별법을 포괄하는 구조로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분야별 개별법(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일반법이 적용된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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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개별법(특별법)과 일반법 간 개인정보 보호수준 차이 등 상충 요소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주요 개별법으로는 정보통
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고시 등
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별 법령이 존재한다. 반면, 온라인정보, 지도정보 등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안별로 정보통신망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102) 등 특별법에 의해 각각 규율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국내 일부 특별법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실질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치게 됨으로 인해 그 명칭과 무
관하게 사실상 일반법에 준하는 포괄적 효력을 발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정
보통신망법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
퓨팅법)’103)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표면적으로 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매개)사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각종 디
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물론이고 사실상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
공급자가 동법의 규율대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104) 클라우드컴퓨팅
법의 경우에도 외견상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사업 및 그 사업자를 적용대상으
로 하지만, 오늘날 정보처리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범위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밖
에 없다. 다만 개인정보, 공공정보 등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세부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제63조) 및 공간정보관리법(제16조 및 제21조) 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들 세 개 법령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다.

102) 이하, 간략히 ‘공간정보관리법’으로 지칭한다.
103) 이하, 간략히 ‘클라우드컴퓨팅법’으로 지칭한다.
104) 오프라인(offline) 기반의 상품·서비스 공급자도 기업 홍보, 고객 정보교류 등을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제
공 및 정보매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실질적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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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관련규정의 현황 및 쟁점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이미 정보주체로부터 동
의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105)는 사전고지된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
적 내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당초 개인정보 수
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별도의 추가적 동의를 전제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106) 즉 당초 정보수집의 목적을 넘어선 제3자 제공에 대해서만 정보주체로
부터 별도의 추가적 동의를 요하며, 이미 정보주체가 동의한 당초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자유로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 ‘제공’은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통해 열람·복사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로 간주한다.10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를 득하는 과정에서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단 법인 또는 단체인 경
우에는 그 명칭)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여부 및 내용을 모두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108) 즉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은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및

10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
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는
그러한 업무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의 업무로 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관점
과 상이하다.
106)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107)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이를 ‘제공’이 “공유를 포함한다”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108)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호(개정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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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위해 취득한 정보주체의 동의와는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상기 ①~⑤호
를 고지한 후 그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전고지·동의’ 요건을 필
요로 한다.109)
그런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국외에 소재할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이미 득했는지와 관계없이 반
드시 ‘사전고지·동의’를 통해야만 국외에 소재한 제3자에게 해당 개인정보 제
공이 가능하다.110)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국외 소재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항은 그 전단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을 위한 요건을 규정
하면서, 동시에 그 후단에서는 별도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
공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처리를 국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 등 개인정보가
국외로 유출되는 여하한 형식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111)
정리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내이든
목적 외이든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
거나 또는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공히
별도의 ‘사전고지·동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당초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내에서
만큼은 국내 제3자(수탁자)에게 추가적인 별도의 ‘사전고지·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의 처리위탁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대조된다.112) 동시에 개인정보보
호법은 국내의 제3자(수탁자)가 처리위탁 업무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

109) 참고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한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구분되어야 한다.
110)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후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항 전단.
111) 행정자치부(2016), p. 96.
112)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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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내 소재의 또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113) 다만
개인정보처리자 및 국내의 제3자(수탁자)는 처리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의무도 부담한다.114) 이러한 관점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관해 국외 소재 제3자(수탁자)에 국한하여 별도의 사전
고지·동의 요건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3항은
국제통상규범상의 내국민대우 위반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또는 처리위탁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고지·동의에 의해 허용된 당초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115) 따라서 사전고지·동의된 당초 목적을 벗어나는 개인정보
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처리위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로부터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116) 다만 특별법의 세부규정
에 의해 별도의 추가적 동의가 면제되거나,117) 별도의 추가적 동의를 득하기에
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
우118)는 예외로 한다.119) 당초 목적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
게 제공 또는 처리위탁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적 동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위해 고지해
야 하는 사항(제17조 제2항)과 동일하다.

113)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114)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개인정보보
호법 표준지침 제16조 및 제17조.
115)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116)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117)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118)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119) 비식별화를 전제로 하는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
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목적 외 제공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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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국외 소재 제3자 제공 또는 국외 소재 제3자에 의한 처리위
탁120)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각각의 우선 적용 대상 및 영역에 관한
도식적 어림기준(rule of thumb)을 잡아보는 것은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수하게 오프라인으로 완결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인터넷망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기초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와 정보제
공(매개)서비스”121) 공급과 관련되는 개인정보, 즉 순수하게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아닌 여타의 모든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122)
유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망법은 그 적용대상 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
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전기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 또는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포함한다.123)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 주체로 편입되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상기 사실에 기초할 때, 정보통신망법의 규율대상 범위는 일견 개인정보보
호법에 비해 협소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영리·비영리를
120)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
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를 위탁”하는 것을 개인정보 ‘처리위탁’으로 정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121) 양자를 포괄하여 ‘정보통신서비스’라고 지칭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호.
122)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우선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
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123)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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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전 산업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처리자 모두를 공히 대상으로 하는 반
면, 정보통신망법의 규율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업자 및 정보제공
(매개)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간 규율대상 범위의 실질
적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근래 들어 사실상 산업 전 분야의 기업들이 자
신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및 이용·제공에 나서지 않고
서는 사업을 온전히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설령 통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정보제공(매개)역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기업이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
해 정보주체(이용자)에 대한 ‘사전고지·동의’를 요구한다. 사전고지 항목은 개
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대상 개인정보 항목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
간 등이며,124)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125)와 동일하다. 예외적으로 ‘사전
고지·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①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동
의 획득이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등이다.12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사전고지된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127) 따라서 개
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당초의 사전고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해당 개
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별도의 ‘사전고지·동의’ 절차를 거
쳐야 한다.128)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개인정보의 제3
자 제공 자체를 “목적 외 이용”에 상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즉 개인정보의 제

124)
125)
126)
127)
128)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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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제공이 사전고지된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내에서 이루어지
든, 목적 범위를 벗어나든 불문한다는 것이다.129) 이와 관련하여 제3자 제공을
위한 사전고지 항목은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다.130)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엄격한 입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131)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자체도 “목적 외 이용”에 상응하는 행위
로 간주함으로써 별도의 ‘사전고지·동의’ 요건이 부과된다는 것이다.132) 동법
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그러한 제3자에 의한 개
인정보 처리가 결합된 행위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등’133)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위해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
용에 관한 사전고지·동의와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해당 개인정보의 제3자
(처리수탁자) 제공 및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134)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위한 사전고지 항목은 ① 개인정보 처리위
탁을 받는 자(수탁자) ②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등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135) ②번 항목이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
보 보유(이용) 기간 등을 포함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제3자 제공을 위한 경우와
의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129)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2항.
130)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후단 각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사전고지 항목과 관련해서는 개
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제외된 것 이외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차이는 없다.
131)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다. 정
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제1항.
132)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제1항.
13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 사전고지·동의를 득한 당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해당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134)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
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중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3항.
135)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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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전고지·동의’의 예외규정(제22조 제2항)과 유사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7조의2)를 전제로 사전고지·동의 절차가 면제된다.136)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처리위
탁 및 보관”을 말한다.137)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은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조회’까지를 포함하는 가상·물리적(cyber-physical)
개념으로서, 법문상으로 그 이상의 세부적인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외 제공이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이나 국외 제3자에 의한 처리위탁에
반드시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당
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자신이 소유·운영하는 해외 소재
클라우드컴퓨팅 설비를 통해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보관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3조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
한 사전고지·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제3자에 의한 처리위탁을 위한
사전고지·동의와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추가적인 사전고지·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138) 이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항목은 ① 이전 대상인 개인정보
항목 ② 이전되는 개인정보 수취국, 이전 일시 및 방법 ③ 이전되는 개인정보
수취자의 성명(단,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이다.139)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전고지·동의’의 예외규정(제22조 제2
항),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전고지·동의’의 예외규정(제25조 제
2항)과 유사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이용자 편익 증진 등
136)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 이는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염두에 둔 예외로 풀이된다.
13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
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2항 전단.
138)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139)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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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7조의2)를 전제로 사
전고지·동의 절차가 면제된다.140)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사전고지·동
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불분명한 대목은 이러한 동의를 개인정보의 제3자(처
리수탁자)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아야 할지인
데, 정보통신망법의 법문상으로는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서 경우에 따라 일괄 동의를 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가령 국외의 제3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고지·동의 획
득 과정에서 국외이전에 관한 사전고지·동의를 함께 구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2018년 8월 30일 국회
(제3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8년 9월 18일 공포된 ‘정보통신
망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5751호)’이다.141) 의원 입법에 의하는 동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2019년) 3월 19일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주된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방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사업자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절한 개인
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동등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① 국내 대리인 지정제(제32조
의5)142) ②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제3국 재이전에 관한 규제(제63조 제5항)

140)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2항의 단서 규정.
14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법률(검색일: 2018. 9. 20).
142)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역외 사업자의 EU 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7
조를 벤치마크 한 것이다. 박광배, 고환경, 채성희(2018. 10.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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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상호주의(제63조의2) 등이다. 이 가운데 ②번
항목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구체화 조항으로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
이 높지 않으므로 이하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②번 개정내
용은 국외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되는 ‘사전고지·동의’ 절차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일괄 처리되기보다 국외이전된 개인정보의 제3국 재이전에 대해서
도 재차 별도의 ‘사전고지·동의’ 요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소재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설비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저장·활용 등에 대한 전형적인 시
장개입형(opt-in) 규제로 인식될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기 수집된 개인정보
를 그 수집·이용 목적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에 의한 처리위탁을
행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이 별도의 사전고지·동의 요건을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더해 국외이전 및 재이전 등 각각에 대해 별도의 사전고지·
동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설령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의 일환임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통상규범 친화성 측면에서는 ‘필요 이상의 과
도한 조치’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에 기초한 외국 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은 각국 규제기관들에 심각한 도전이 되어왔다.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법적 근거인 ‘고
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국내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
로, 국내법의 실효적 관할권(jurisdiction) 행사가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
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공급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정
보)의 수집 및 이용이 주로 온라인 방식에 의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그 어떤 산
업에 비해서도 국경간 공급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의 역차별, 조세회피 등
다양한 현안들이 빈번히 지적되어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제32조의5)는 이
러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143)를 두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에 따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44)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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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야 한다.145) 국내 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며,146) 그 역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27조의
3), 자료 제출(제64조 제1항) 등을 대신하는 것이다.147)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제32조의5 제4항)은 국내 대리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법 위반의 원인제공자를 국내 대리인 자신이 아닌, 국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48) 법 위반의 귀책사유를 국내법의 실효적 관할권 밖에 소재하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묻는다는 것이며, 국내 대리인은 면책된다는
것이다.149) 이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책임
의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은 귀책사유를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묻고
있다.150) 국내 대리인의 현실적 수임 가용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인(국내 대리인)이 자기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가 아니라 제3자
(국외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정보통신망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대리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대리
행위를 자임하고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
한 책임을 국내법의 실효적 관할권 밖에 소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게 묻는 것은 동 조문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제32조의5 제4
항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의 당초 도입 취지를 무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143)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상의 ‘undertaking’을 번역·원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의 가용한 GDPR 해설서는 이를 ‘사업체’로 번역하기도 하나, GDPR이 ‘주된 사업체
(main undertaking)’를 ‘사업장(establishment)’으로 본다는 점에서 ‘영업소’와 ‘사업장’ 간 법적 의미의 차
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44)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의 적용대상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은 아직 입법 예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145) 정보통신망법(개정법률) 제32조의5 제1항.
146) 정보통신망법(개정법률) 제32조의5 제2항 및 제3항.
147) 정보통신망법(개정법률) 제32조의5 제1항.
148) 정보통신망법(개정법률) 제32조의5 제4항.
149) 정보통신망법(개정법률) (제32조의5 제4항)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한 국내 대리인의 행위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민간 당사자 간 대리계약 조건에 의해 해결
될 문제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150) 정보통신망법(개정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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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범 친화성 측면에서의 문제 발생 개연성도 상존한다. 우리나라의 관
련 양허표에 국경간 공급(mode 1)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치가 명시되지 않는
이상,151) 외국 사업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자연인 또는
법인을 유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합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이와 관련된
이슈 중 하나는 국내 대리인이 대신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27조의3), 자료 제출(제64조 제1항) 등이 “서
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GATS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을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밖의 회원
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152)으로, ‘서비스 공급(supply of a service)’을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의 생산, 분배,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153)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GATS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관해
서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유지를 통한 것으로 포함
하여,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 영토 내의 모든 유형의 사업 또는
전문적 설립장(establishment)을 의미한다”154)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GATS 규정에 비추어 ‘서비스 공급’은 규정에 예시된 생산, 분배, 마케
팅, 판매 및 배달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규제의
이행(compliance)을 위해 국내 대리인(법인)을 지정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5(국내 대리인의 지정)는 사실상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는 조치라는 주
장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이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
는 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이 총체적으로 양허

151) 참고로, 우리나라의 WTO 양허표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해 어떠한 제한조치도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다(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ep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152) “the supply of a service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GATS 제I:2조(a).
153) “supply of a service include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and delivery of a
service.” GATS 제XXVIII조(b).
154) “commercial presence means any type of business or professional establishment, including
through (i) the constitution,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a juridical person, or (ii) the creation
or maintenance of a branch or a representative office,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service.” GATS 제XXVIII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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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기초할 때, 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5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제가 사실상 법인인 대리인을 요구하는 방식
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시장접근(market access)’ 의무 위반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대리인 지정제가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과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적으로(de jure) 국내에 고정사
업장을 두지 않는 외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대리인 지정제
로 인한 국내 ‘동종(lik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비해 추가적 비용 부담
등 이러한 외국 사업자들의 ‘경쟁조건(condition of competition)’을 불리하
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155)
한편, 정보통신망법(제63조의2)은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에 따
라 정보주체의 사전고지·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허용함에도 불구
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상호주의(reciprocity)’에 의함을 다음과 같이 밝
히고 있다. “…전략…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
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이는 명백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5751호)이 갖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혹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상
호주의 적용이 개인정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합법적 정책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통상규범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주장할 수
도 있겠으나, 이는 반드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제통상규범 내에
이러한 예외적 규제재량권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제통상규범
에 ‘저촉되지 않는(not inconsistent)’ 모종의 당초 조치 준수를 담보하기 위

15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3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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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의 협정 저촉을 예외적으로 용인하기 위
한 것이지 해당 조치 자체가 협정 위반에 해당될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법
적 근거가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156)

3) 공간정보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은 2015년 6월
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법령으로서, ‘공간정보(spatial data)’의 생산, 관리, 활
용 및 유통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법에 해당된다.157) 동법 이전에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 2014. 1. 18, 법률 제11943호, 2013)’이라는
법명으로 존재해왔으며, 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과거 존재
해오던 ‘지적법’이 2009년 6월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과 통합되어 탄생한 법률
이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공간정보는 국가의 토지, 수로 등을 측량한 성과
(결과물)158)와 이를 사용하여 국가기관(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하거나 민간기
관에 의해 편집·가공·추출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의 사진, 지도, 도면 등의 정
보를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159)
동법에 따른 측량160)은 그 중요도 및 대상을 기준으로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 및 일반측량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일반측량은 기본측

156)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본 연구의 제3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참고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XVI조(일반적 예외)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략…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157)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공간정보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58) 측량을 통해 얻은 최종성과로서,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작업기록 일
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정의) 8호 및 9호.
159)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1호.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항.
160)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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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측량으로 규정된
다.161) 이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며,162) ‘공공측
량’은 기타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이 관련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측량을 기초
로 실시하는 측량”으로 규정될 수 있다.163) 지적측량과 수로측량은 각각 지적
도 및 해양·해안선 등에 대한 측량으로서164) 법문상으로는 측량의 주체에 대
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각각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가 소관업무를 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는 공히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측량성과를 복제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안보 및 국가 중대이익의 위해가 우려되거나 여타 법령이 비공개를 규정한 경
우에는 복제 및 사본 발급이 금지된다.165) 한편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및 이를 사용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한 오프라인·온라인 간행물 등을 활용
하는 지도 등의 판매·유통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66) 공공측량성과의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지도 등의 판매·유
통은 허용되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우려되는 사항의 삭제를 전제로 한다.167)
즉 공간정보관리법은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공개 및 상업적 활용에
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유통 등 상업적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측량성과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여부 심사(기본측량성과 등) 또는 국가안보 관련
161)
162)
163)
164)
165)
16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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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6호.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2호.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3호.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4호 및 5호.
공간정보관리법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 제3항.
공간정보관리법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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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삭제(공공측량성과 등)를 조건으로 한다.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국외이전)에 대한 공간정보관리
법의 외견상 입장은 이와 대조적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168) 다만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대
한 원칙적 금지는 고려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성
격이기보다 국가안보 및 국가 중대이익의 위해가 우려되거나 여타 법령이 비공
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국한된다. 물론 공간정보관리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장169)으로 구
성하는 협의체(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예
외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다.170)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가운데 지도 및 측량용 사진의 경우에도 국
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는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171) 국가안보와 관련
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72)
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국외반출이 허용된다. 정리하자면, 공간정보법은 외
견상의 엄격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가
없는 이상 기본측량성과, 공공측량성과,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를 활
용(편집, 가공, 추출 등)한 지도 등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

168) 공간정보관리법 및 시행령 제16조.
16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
원장 등.
170)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항 및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항.
171)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1항 및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1항.
172)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 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
우, 5. 축척 2만 5천 분의 1 또는 5만 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 5천 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
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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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3) 결론적으로 공간정보관리법은 국가안보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사실상 기본측량성과, 공공측량성과, 그리고 이를 활용한 지도 및 측
량용 사진 등 공간정보의 공개, 상업적 활용 및 국외반출(국외이전)을 공히 허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Google)은 2007년 이래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SK텔
레콤 가공)한 축척 5,000분의 1 전국 정밀지도174)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구
글 본사 및 전 세계 14곳의 데이터 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
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시
설 가림 처리를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
다. 이에 대해 구글은 기술적 특성상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도 서비스 활용상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가장 최근
인 2016년 11월에도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구글의 입장은
국내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지도 데이터를 사용
하고 있는 애플과도 대조된다.
그렇다면 구글의 축척 5,000분의 1 정밀지도 국외반출을 불허한 공간정보
관리법 제16조 및 제21조 그리고 이에 따른 허가심사절차가 WTO 협정 등 국
제통상규범에 저촉될까? 예컨대 구글은 2016년 정밀지도 국외반출을 요청하
면서 해외 업체에 제공되는 2만 5,000분의 1 축척 지도로는 우리나라 국내 업
체가 제공하는 5,000분의 1 지도 기반 서비스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175) 만일 이러한 구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는 명백한
내국민대우 위반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미국 정부가 WTO 제
소 등의 정식 분쟁해결절차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일국
의 조치에 대한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은 해당국의 ‘자기 판단

173) 국토리지정보원,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 ,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0).
174) 동 정밀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언급한 예외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아니
므로 법령상으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75) 구글 지도 국외반출 포기? (2018. 7.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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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judge)’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
의 국외반출 불허 조치가 ‘국가안보’라는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을 표방하는 이
상, 이러한 자기 판단에 대해 WTO 분쟁판결기구가 해당 조치의 시시비비를
심리할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176)

176)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3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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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1.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
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 및
현안
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S 규정 및
현안

1.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
가. 디지털무역 논의를 위한 선결문제(threshold problem)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용어인 ‘전자상
거래(electronic commerce)’와 달리 다분히 미국식 관점을 대변하는 용어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논의에 앞서 양자간 개념적 상이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은 2002년 미국이 디지털경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미국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1975년 1월 최초 승인되어
1979년 도쿄라운드협정법 제정에 활용된 ‘신속처리권한(FTA: Fast Track
Authority)’의 명칭을 2002년에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변경한 바 있다.177) 2002년 무역촉진권한 법안에는 미국이
추후 통상협상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협상목표가 담겨져 있는데,178) 이
를 ‘디지털무역정책(digital trade agenda)’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디지털무역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디지털무역이란 용
어 대신, 국가별·기관별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전자거래
(electronic transaction)’, ‘인터넷거래(internet transaction)’ 등의 대안
적 용어를 사용한다.179)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와의 상이성에 주목하여
디지털무역을 정의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부재하며, 대부분 전자상거래

177) TPA는 무역협정 협상 추진의 효율성 및 무역협정 (국내법)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미국 행정
부와 의회 간 파트너십 제도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 행정부가 최선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전달하는 가이드라인 및 의회의 권한을 기재한 법안이다.
178) Wunsch-Vincent(2003), p. 8.
179) 물론 디지털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자상거래의 지리적 범위를 국내가 아닌 ‘국가
간(cross-border)’으로 한정해야 한다. ‘국가간(cross-border)’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무역(e-trade)’이라고
해야 개념적으로 디지털무역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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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라는 용어로 대신한다. 예컨대 WTO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품(goods)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을 전자상거래
로 규정한다.180) 유사하게 OECD의 경우에도 “컴퓨터중개통신망(computer
mediated networks)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또는 구매”를 각각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또는 ‘인터넷거래
(internet transaction)’라고 정의한다.181)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무역 간에는 개념적 상이성이 부재할까? 이에
관해서는 디지털무역이라는 용어의 제정주체인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미국 ITC는 “인터
넷 및 인터넷기반기술(internet-based technologies)이 상품 및 서비스의 주
문, 생산 또는 배송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무역”182)을 디지털무역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WTO나 OECD가 제시한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대동
소이하다. 그런데 디지털무역을 바라보는 미국의 좀 더 중요한 관점은 그보다
한 해 전인 2013년 미국 ITC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183) 여기에서 미국 ITC
는 디지털무역을 “유선망(fixed line) 또는 무선디지털망(wireless digital
networks)을 통한 재화(products) 및 서비스의 배송으로서, 온라인 주문에
의하지만 오프라인(off-line)으로 배송되는 재화(physical products)의 상거
래를 제외한다.”184)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무역을 ‘디지털재화185)의
온라인(디지털) 거래’와 사실상 동일시하는 접근으로서, 디지털무역의 범주를
180) WTO(1998b), p. 2.
181) 주문은 온라인(online)에 의하지만 지불 및 배송이 오프라인(off-line)에 의하는 거래도 전자상거래에 포함하
는 포괄적 정의에 의한다. OECD(2002), p. 89.
182)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4), p. 29.
183)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3).
184) “digital trade: defined in this report as the delivery of products and services over either
fixed-line or wireless digital networks. This definition includes U.S. domestic commercial
activity as well as international trade. It excludes commerce in most physical goods, such as
goods ordered online and physical goods that have a digital counterpart such as books and
software, music, and movies sold on CDs or DVDs.” Ibid, p. xii.
185) 과거에는 플로피 디스크, CD 등 물리적 매개체(carrier medium)에 내장되는 방식으로, 현재는 디지털파일
형태로 인터넷에 의해 거래되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물리적 매개체 또는 인터넷 중 어느 방식에 의해서도 거
래 가능한 디지털콘텐츠를 디지털재화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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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이는 컴퓨터파일
형태로 제작되는 ‘디지털콘텐츠’186)의 국가간 거래를 디지털무역으로 정의하
는 것에 진배없다.187)
2013년 및 2014년 미국 ITC 정의를 종합할 때, 디지털무역에서의 ‘디지털
(digital)’은 무역의 객체(objects) 또는 수단(means)이 디지털기술에 의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양면적 용어이다. 객체적 관점에서의 디지털무역은 사이버 거
래수단(인터넷)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가 모두 완결되는 디지털재화의 국
가간 무역을 의미한다. 수단적 관점에서의 디지털무역은 물리적(physical) 거
래수단이 아닌 사이버(cyber) 거래수단, 즉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간 무역으로
서 이 경우 무역의 대상물은 비단 디지털재화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offline)으로도 거래되는 유형재(tangible products)를 포괄한다. 인터넷이
주문에서 배송에 이르는 개별 거래단계에서 부분적으로라도 활용되는 이상 그
어떤 객체도 디지털무역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수단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무역은 WTO 및 OECD의 전자상거래 정의와 양립하는 개념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최근 미국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이외에도 데이
터(정보)를 디지털무역의 주요 구성항목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188)
“데이터(정보)가 곧 돈(currency)”이라는 견해까지 제시되고 있다.189)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무역의 관심사에는 거래단계에서 인터넷(기술)이 활용되는 상
품·서비스·지적재산권, 디지털재화, 각종 인터넷 기술190) 등과 관련된 국가간
거래에 더하여, 특히 데이터의 국가간 자유로운 흐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
다. 이 가운데 인터넷(기술)이 활용되는 서비스무역은 비단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서비스에 더하여,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서비스191)까지를
186) 보통 협의의 디지털콘텐츠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방송콘텐츠’로 이해된다.
187) 이는 무역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강조하되, 무역의 객체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주문되지만 오프라인으
로 배송되는 전통적 상품 및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장을 취해온 WTO나 OECD의 정의와는 대조
된다.
188) Fefer, Akhtar, and Morrison(2017), p. 1.
189) Aaronson(2016), p. 1; Rooney(2012. 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5).
190) 예컨대, RFID, 3D 프린팅, 스마트자동차, IoT 등이다. Lund and Manyik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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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한다.
정리하자면, 미국식 용어인 ‘디지털무역’과 보편적 용어인 ‘전자상거래’는
개념적으로 상이하지 않다고 해석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다만 디지털무역은
미국 고유의 전략적·정책적 가치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
지털무역에는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추진 이후 최근까지 드러난 국제적
통상쟁점들 가운데 특히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모든 거래가 완결되는 디지털재화 무역과 관련된 기존 국제통상규범의 한계 및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국가간 자유로운 흐
름에 대한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제
정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진전의 잠재적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관
련업계의 상업적 과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나.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개요192)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범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편화가 진행되면서
회원국들은 기존 다자통상규범이 세상의 변화를 기민하게 수용하기에 역부족
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다자통상규범 내에 ‘법적 진공상태(legal
vacuum)’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는 WTO 차원의 시발점이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이다. 그 결과물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193)에
는 두 가지 중요한 회원국간 합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전자적 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유지(duty-free moratorium)
191) 예컨대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뱅킹,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몰(eBay, Amazon, etc.), 클라우드컴퓨
팅 등이다.
192) 이하 논의를 위해 디지털무역과 전자상거래 간 개념적 상이성이 크지 않음을 전제로 WTO 차원의 용어인 ‘전
자상거래’를 사용한다.
193) WTO(199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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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른 하나는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1998년 9월 상품무역이
사회(GATT Council), 서비스무역이사회(GATS Council), 지적재산권이사회
(TRIPS Council),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rade and Development)
로 하여금 각각 전자상거래 통상현안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이사회
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작업계획(E-commerce Work Program)’을
채택하였다.194) 일반이사회는 현안을 분야별 이사회에 배분하고 분야별 이사
회 간 중첩되는 현안을 조율하는 등 논의 전반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WTO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적어도 그 출발선상에서는 기존 WTO 통상규범의
틀 내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을 것이
라는 자신감에 기초하였음을 시사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전자상거래 통상현
안 해결을 위해 굳이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다자통상규범을 새로이 제정하지 않
아도 된다는 나름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
야의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GATS나 TRIPs와 같은 다자통상규범을 새로
이 제정했던 UR(우루과이라운드)의 접근방식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도 ‘전자적 전
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유지’ 이외에는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 근 20년 동안의 지속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이
러한 성과 부진은 일견 전자상거래 통상현안을 기존의 WTO 협정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초기 구상이 지나치게 낙관적
이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기존 다자통상규범의 양대 축인
GATT와 GATS 체계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에는 다양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물리

194) WTO(19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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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제도적 기반이 태부족 상태인 개도국들의 소극적·부정적 태도도 논의 진전
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95)
현재까지 WTO 차원에서 유일하게 합의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의 유지’마저도 그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종 해석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위로서의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과 객체로
서의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s)을 동일시하는 오
류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서비스에 대해 관세 부과 여부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 면제
관행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전자적 전송
에 대한 무관세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의미하기보다 전자적 전
송의 신호 단위(traffic unit)에 부과되는 ‘비트세(bit tax)’라고 해석한다.196)
결론적으로 관세유예의 객체를 생략한 채 전자적 전송 행위(electronic
transmission activity)에 대한 무관세를 의미하는 애매한 문언인 ‘전자적 전
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유지’는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이해대립을 일시 봉합시키고자 시도된 절충안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EU 간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s)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즉 ‘디지털재화’의 협정관할 논란이 자리하
고 있다. 과거 플로피 디스크, CD 등 물리적 매개체(carrier medium)를 통해
거래되던 디지털재화는 상품무역의 규율대상으로 취급되어왔다. 그렇다면 인
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재화도 계속 상품무역협정인 GATT의 적용대상
이어야 할까?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을 강조하는 미국은 의
당 그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EU 입장은 그와 상반된다. 디지털재화 자
195)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통상규범 제정에 앞서 ‘개발문제(development issues)’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96) Hartridge(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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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창작물에 해당되는 무형재(intangible products)로서197) 그 자체로 상
품이 아니며, 유형재(tangible products)인 물리적 매개체(carrier medium)
에 내장되었기 때문에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EU
는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디지털재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적 요소를 내재
하는 창작물로서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적용대상임을 주장한다. 좀 더 구
체적으로, EU는 유형재에 내장되기보다 당초의 무형재 형태로 유지되는 가운
데 통신서비스인 인터넷 전송(internet transmissions)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는 서비스무역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EU 간 갈등은 영화, 음악,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가 상당 부분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의 일환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
지 않다.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이라는 용어 사용은 물론, 문화산업
에 대한 그 어떤 비시장적 잣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 EU
는 경제적 논리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문화산업은 문화적 정체성 등 다양한 사
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제통상규범의 예외 영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198) 결국 디지털재화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반된 협정관할 주장은
궁극적으로 디지털재화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양국의 이해득실이 가져온 전략
적 선택에 가깝다.

다. 제11차 WTO 각료회의
‘제11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1)’는 사실상 WTO 차원의 기존 합의
상태로 종결되었다.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유지(duty-free moratorium), 그리고 전자
197) 예컨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구동 등을 위해 요구되는 지침(instructions) 또는 명령(commands)의 조합인
무형재(intangibles)이다. Marsoof(2012), p. 293.
198) 자세한 내용은 이한영(2007), pp. 325~3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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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분야별 쟁점 검토 작업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199) 다만 MC11 직전의 회원국간 논의 동향은 향
후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한 논의의 추이를 가늠하는 데 부분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200)
MC11에 앞서 나타난 회원국들의 입장은 상반된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결론 도출에 나서야 한다는 그룹과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는 그룹으로 양분되었다. 특히 전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취한 반면, 다수 개도국들은 전자상거래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DDA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전자
상거래 협상에 반대했다. 한시적 관세유예에 대해서도 견해가 충돌했다. 일부 회
원국들은 이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한시적 관세유
예 연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가 MC11의 핵심현안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MC11을 앞두고 개최된 2017년 10월 일반이사회 회
의 분위기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10월 6일 싱가포르의 요청으로 배포된 비
공식문서(non-paper)201)에서 한국, 캐나다, 콜롬비아, 스위스, 중국 등 19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하의 논의 진전 실패가 상품, 서비스, 지적재
산권 및 개발(development) 간 중첩 이슈에 대한 위원회별 ‘논의의 분절화
(compartmentalisation of discussion)’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MC11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체계 개선방안 모색과 회원국간 공조를 통해 공통의 관
199) “We agree to continue the work under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since
our last session, …중략…. We agree to maintain the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our next session which we have decided to hold in
2019.” WTO(2017g).
200) 이한영 외(2017).
201) “The recent discussions have highlighted the inherent cross-cutting nature of e-commerce. It
has been useful in some respects but the siloed nature of the discussions in the respective
bodies also makes it difficult to have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e-commerce
issues.” WTO(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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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 제안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의 향후 작업방향을 예단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이 무엇이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논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효과적 접근방법론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논의 진전을 위한
제안 내용 중 최대 현안은 일부 회원국들이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한 작업반(WG:
Working Group) 문제였다. 작업반의 설치가 곧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업반의 목적 및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원국들간 상이한 입장이 표출된 바 있다.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등은 작업반이 기존 WTO 규범의 해석(clarification)
또는 강화(strengthening) 중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9년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02) 한
걸음 더 나아가 호주, 한국, 캐나다, 칠레, EU, 노르웨이, 파라과이 등은 작업반
의 목적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상 준비 및 출범에 있으며 2018년 초에 작업반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203) 러시아는 작업반이 전자상거래 통상현안
에 대한 효과적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포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상규범 제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유연한 입
장을 표명했다.204)
한편 코스타리카는 작업반 설치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 역할이 전자상거
래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5) 코스
타리카가 주목한 개발의제는 ①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ICT 인프라 및 서비스
② 개도국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무역물류(trade logistics) ③ 모바일 금융 및

202) WTO(2017b).
203) WTO(2017d).
204)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orking Group")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to perform such fun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efficient continuation of work on e-commerce issues and to provide
Members with the appropriate forum for discussions on e-commerce issues and its
development,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ernational rules.” WTO(2017e).
205) WTO(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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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결재를 지원하기 위한 지불수단(payment solutions)
④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법·규제 체계 ⑤ MSMEs(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전자상거래 준비도(readiness) 개선을 위한 전자상
거래 인력개발 및 기술지원 ⑥ MSMEs와 개도국들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위한
금융지원 등이다.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제정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지대(free zone)206)
보세창고(customs warehouse)207) 등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관
한 모범사례 공유, 전자무역(paperless trading) 진흥, 전자서명·전자인증·전
자계약에 관한 논의 체계화, 투명성 및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을 강조
했다.

그림 3-1. MC11 직전의 WTO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 동향

코스타리카

중국

러시아

(작업반 설치, 개발 Agenda 집중)

(TFA 제정 집중)

(작업반 설치, 통상규범 제정 가능)

현행체제 유지

아프리카 지역 국가군
(작업반 설치 및 협상 반대)

E-commerce 협정 추진

싱가포르, 한국, 캐나다,
콜롬비아, 스위스 등

호주, 한국, EU, 캐나다,
칠레, 노르웨이, 파라과이

(작업반 설치, 교차쟁점 논의 집중)

(작업반 설치, E-commerce 협상 시작)

자료: 이한영 외(2017), p. 132.

206) “Free zone means a part of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where any goods introduced
are generally regarded, insofar as import duties and taxes are concerned, as being outside the
Customs territory.” Specific Annex D.1 of Kyoto Convention. Annex concerning Rules of Origi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Kyoto Convention).
207) “Customs warehousing procedure means the Customs procedure under which imported goods
are stored under Customs control in a designated place (a Customs warehouse) without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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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 국가들(African Group)의 입장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정
제정을 염두에 두는 호주, 한국, 캐나다, 칠레, EU, 노르웨이, 파라과이 등의 입
장과 대척점을 이룬다. 이들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E-commerce
Work Program) 유지를 희망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선·후진국 간 근본
적 견해 차이가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이 작업반을 가동하는 것은 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차원의 새로운 협정 수립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현행 WTO 협
정으로 인해 산업육성 정책여력(policy space)에 이미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
데 새로운 규범이 추가될 경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도국의 산업정책 역량
을 한층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208) 아울러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이미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일부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의제가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다.209)
정리하자면, MC11 직전 이와 같은 WTO 회원국간 입장 차이에 비추어볼
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MC11의 보잘 것 없는 성과는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MC11 직전 일반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존재감
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특히 양자간(bilateral) FTA 중심의 통상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예
컨대 TPP 탈퇴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에 관한 한 미국
이 WTO보다는 FTA를 자국 국내법 수출을 위한 효과적 채널로 판단했을 개연
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이사회에 제출된 제안서를 통해 드러난
호주, 한국, EU, 캐나다, 칠레, 노르웨이, 파라과이,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등
의 입장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WTO 관할 밖에서 미국 주도

208) “The multilateral rules as they are, are constraining our domestic policy space and ability to
industrialize. …중략… then the new rules would entrench existing imbalances and further constrain
the ability of our governments to implement industrial policy and catch-up.” WTO(2017f).
209) “Overall, this proposal deviates from the already existing development agenda contained in the
current Work Programme to include issues that are about market access and developing rules,
and in our view, will not lead to development-friendly outcome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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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해 형성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환언하면, 이들
회원국의 제안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이 미국 국내법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대응적 성격을 가진다.

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규제정책을 수립·추진
하는 경우, 데이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의 관점에서 관련 국내법제가 형식
적으로 최신 통상규범과 상충 여지가 없도록 조율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은 데이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
동을 둘러싼 통상마찰 예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무역상대국들
은 그러한 국내법제로 인해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합리적 기대이익에 반하는 영
향이 발생할 경우, GATT 규범 위반을 이유로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품무역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규정들이 최혜
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및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등 비차별대우 원칙이다.210) 물론 GATT는 예외 규정
(Exception Clause)을 통해 회원국에게 일정 정도의 규제정책공간(regulatory
policy space)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어떤 규제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규
제주권이라는 양대 가치의 비교형량이 관건이며, GATT 및 WTO 협정하에서

210) 참고로, GATT상의 MFN과 NT는 적용대상조치의 범위 측면에서 구분된다. 전자는 국경조치(border
measures)와 국내조치(internal measures) 모두에 적용되는 반면, 후자는 국내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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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형량은 다수의 사건들을 통해 다양하게 다루어져왔다. 이들 사건에
서 패널 및 상소기구가 내린 판단은 GATT 규정을 상당 부분 기초로 하고 있는
GATS 규정의 해석에도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GATT/WTO 협정하에서 이루어진 관련 판례를 통해
GATT 비차별대우 원칙과 이에 대한 예외 규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GATT하의 복수국간 협정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동 협
정이 디지털무역을 위한 물리적 하부구조(physical infrastructure) 부문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통해 데이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는 WTO 차원의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나. 최혜국대우
1) 개요
GATT 제I:1조가 규정하고 있는 MFN 의무에 따르면, ① 동종 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②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한 관세, 부과금 및 그 부과방법
과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규정(rules) 및 절차(formalities), 그리고 GATT 제
III:2조 및 제III:4조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211)과 관련하여 ③ 특정국의 상
품212)에 부여되는 여하한(any) 이득, 혜택, 특권이나 면제가 ④ 즉시
(immediately) 그리고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 ⑤ 다른 모든(all
other) WTO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즉 MFN 의무는 어
떤 회원국이 무역의 대상인 다른 특정국의 상품에 대해 부여한 일체의 이득, 혜

211) 세관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회원국의 세제 및 법제 등 국내조치(internal measures)를
의미한다.
212) GATT Article I:1은 이를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라고 기재하
고 있는바, MFN 의무는 문제가 어떤 유리한 대우(favorable treatment)가 반드시 회원국에 부여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즉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비회원국에 부여되어도 발동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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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특권 또는 면제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제3의 다른 회원국들에
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을 그 요체로 한다. 한마디로 말해, 이는 동종 상품인
이상 필히 회원국(원산지) 중립적인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C 바
나나 사안(EC-Banana III)의 상소기구도 MFN 등 비차별대우 의무(nondiscrimination obligations)의 핵심은 동종 상품인 이상 그 원산지(origin)
와 무관하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13)
GATT 제I:1조하에서 MFN 의무 준수 여부와 관련되는 조치 및 혜택의 범위
는 그것이 동종 상품에 대한 WTO 회원국간 차별이 문제되는 이상, 앞서 표시
한 ②, ③에서와 같이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
히 포괄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대목은 GATT 제III:4조가 규정하
는 국내에서의 판매, 판촉 활동, 구매, 운송, 유통 및 사용 등에 대한 일체의 법
령, 규정, 규율 및 요건 등 회원국 정부의 모든 국내조치가 해당 범주에 들어간
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조치가 당해 회원국 내에서 동종
특정 상품의 판매, 판촉 활동, 구매, 운송, 유통 및 사용 등에 영향을 주는 이상,
GATT 제I:1조가 거론하는 조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MFN 의무와 관련한 논란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종 상품(like product)’ 및
‘무조건적인 불리하지 않은 대우(unconditional treatment no less favorable)’
에 관해 상술하고자 한다.

2) 동종 상품(like product)
동종 상품에 대한 명시적 개념 정의가 부재한 GATT하에서, 초기 동종 상품
에 대한 논란은 관세 부과 대상 품목들의 분류 소속에 기초하여 동일 관세율이
213) “The essence of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s is that like products should be treated
equally, irrespective of their origin. ~ It would be very easy for a Member to circumvent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of the GATT 1994 and the other Annex 1A agreements, if these
provisions apply only within regulatory regimes established by that Member.”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EC-Bananas III), WT/DS27/AB/R, adopted 25 September 1997, para. 190.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81

적용되어야 할 유사품목들에 대해 차별적 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왔다. 실제로 관세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동종 상
품 해당 여부를 판정했던 분쟁사안들이 존재하는바,214) 과거 동종 상품 여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적으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과
이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에 의존했다.215) 이러한 객관적·형식적 기준 이외에
시장(경쟁)과의 관련성이 동종 상품 판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970년 들어 기존 관행에 대한 전향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GATT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 채택한 작업반 보고서를 통해 동종 상품 판
정을 위한 소위 ‘국경세 조정 프레임워크(Border Tax Adjustments
framework)’가 탄생한 것이다. 그 요지는 동종성(likeness) 분석을 위해 제품
의 물리적 특성, 관세품목분류 등에 더하여 제품의 최종용도(end-uses), 소비
자의 기호·습관(consumer tastes and habits) 등 경제적인 기준들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216)
WTO 법제하에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동종 상품과 GATT 제III조상의
‘직접적으로 경쟁적 또는 대체가능한(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상품 간의 개념적 경계가 점차 흐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달

214) GATT Panel Report, Spain-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GATT 28th Supp. BISD
102(1982); GATT Panel Report, Japan-Tariff on Import of Spruce-Pine-Fir(SPF) Dimension Lumber,
GATT 36th Supp. BISD 167(1990). 전자는 스페인이 볶지 않은 커피(unroasted coffee)를 5개 종류로
세분하여 관세를 달리함에 따라 브라질이 주로 수출하는 커피에 대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사안에서 패널은 볶지 않은 커피는 모두 동종 상품으로 간주함으로써 볶지 않은 커피를 다시
세분·차별하는 것은 MFN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반면 후자의 사안에서 패널은 관세품목분류에 대한
체약국의 무역정책적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재량권이 동종 상품에 대한 차별을 유
도하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 각 사안의 패널은 관세품목분류에
관한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215) GATT Panel Report, Treatment by Germany of Imports of Sardines(Germany Sardines), G/26,
adopted 31 October 1952, BISD 1S/53, para. 13; GATT Panel Report, Canada/Japan Tariff
on Imports of Spruce, Pine, Fir(SPF) Dimension Lumber(Japan
SPF Dimension Lumber),
L/6470, adopted 19 July 1989, BISD 36S/167, paras. 5.13 ff; GATT Working Party Report,
The Australian Subsidy on Ammonium Sulphate(EEC Animal Feed.Proteins), GATT/CP.4/39,
adopted 3 April 1950, BISD II/188, para. 4.2.
216) GATT Working Party Report, Border Tax Adjustments, L/3464, adopted 2 December 1970,
BISD 18S/97,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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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말하자면, 동종 상품 분석 과정에서 경제적 기준의 활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
져왔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로 EC 석면 사안(EC-Asbestos)의 상소기구는
GATT 제III:4조상의 차별적 규제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동종성 결정이 상품
간 경쟁적 관계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결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문제라
고 언급했다.217) 다만 WTO 법제하에서 MFN 의무(GATT 제I:1조)와 관련한
동종 상품 분석을 위해 상품 간 경쟁·대체관계를 명시적으로 적용한 분쟁사안
은 아직 부재하는바,218) MFN 의무 차원의 동종 상품 분석에 관한 원칙은 상기
국경세 조정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물론 동종 상품 해당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안별(case-by-case basis) 판단
문제로서 특정 분쟁사안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사안에 따라서는 불
가피하게 판결기구의 주관적·재량적 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19)
이와 관련하여 동종 상품에 관한 대안적 분석방법으로 시도된 대표적인 주관
적·재량적 기준이 GATT 제III.4조와 관련된 소위 ‘목적과 효과 심사(aim and
effects test)’이다. 이는 상품의 동종성 결정에 있어 어떤 조치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치의 효
과뿐만 아니라 목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220) 예컨대 GATT
패널은 맥주의 판매, 유통, 라벨 표시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알콜 함량이 낮은
맥주 소비를 권장할 목적에서 시행되었다면, 알콜 함량이 낮은 맥주와 높은 맥
주는 조치의 목적 관점에서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평결했다. 역으로, 상이한 품
종으로 제조된 포도주는 포도주별 차등세율의 정책목적에 대한 피소국의 입증

217) “a determination of ‘likeness’ under Article III:4 is, fundamentally, a determination about the
nature and extent of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products,”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EC-Asbestos), WT/DS135/AB/R, adopted 5 April 2001, para. 99.
218) Diebold(2010), p. 7.
219) Appellate Body Report,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Japan-Alcoholic Beverages II),
WT/DS8/AB/R, WT/DS10/AB/R, WT/DS11/AB/R, adopted 1 November 1996, p. 21.
220) 목적과 효과 심사하에서 패널은 GATT 제III조의 목적이 국내생산 보호와는 무관한 합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추하면서, 동종 상품을 해석함에 있어서 GATT 제III조의 그러한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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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를 이유로 동종 상품이라고 보았다.221) 이후 WTO 판결기구는 목적과 효
과 심사에 대해 강한 거부 입장을 표시한바 있으나,222) 추후 분쟁사안에서 목
적과 효과 심사의 적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기는 어렵다.223)
정리하자면, GATT 제I:1조(MFN 의무)에 언급된 동종 상품 여부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 및 관세품목분류 등 객관적·형식적 기준에 의한 유사성은 물론이
고, 제품의 최종용도, 소비자 유형 및 소비패턴 등 경제적 기준에 의한 유사성
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동종 상품 여부가 분쟁판
결기구의 주관적·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안별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상품 간 경쟁(대체) 관계의 긴밀성, 적용되는 규제(세제)의 목적 등이 분쟁판결
기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3) 무조건적인 불리하지 않은 대우(unconditional treatment no less favorable)
MFN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종 상품 여부 못지않게 논란이 많
은 부분은 상이한 동종 상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unconditional treatment no less favorable)’를 부여하라는 의무이다. 이
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사안(Indonesia-Autos)의 패널이 수입상품
그 자체와 관련되지 않는 모종의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해서는 아
니 됨을 확인하였다.224) 캐나다 자동차 사안(Canada-Autos)의 상소기구는
모든 회원국들에 무조건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

221) GATT Panel Report,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Alcoholic and Malt Beverages(US
Malt Beverages), DS23/R, adopted 19 June 1992, BISD 39S/206, paras 5.23-26, 5.70-77;
GATT Panel Report, United States
Taxes on Automobiles(US
Taxes on Automobiles),
DS31/R, 11 October 1994, unadopted, para 5.10.
222)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pp. 19~2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대순, 김
민서(2014), pp. 25~26을 참고할 것.
223) DiMascio and Pauwelyn(2008), pp. 64-65.
224) Panel Report, Indonesi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Indonesia-Autos),
WT/DS54, 55, 59 & 64, 1998, para. 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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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국이 다른 어떤 수출국을 불리하지 않게 대우
함에 있어 어떤 ‘상황이나 행위(situation or conduct)’가 해당 수출국에 존재
함을 조건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225)
상기 두 사안은 일견 같은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양자간 해석상의 미
묘한 차이도 존재한다. 쉽게 말해, 인도네시아 자동차 사안의 패널 판정은 어떤
경우에도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건을 달지 말고 회원국간 동일하게
대우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즉 동종 상품의 경우 국적(원산지)에 따른 차
별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기준에 따른 차별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면 캐나다
자동차 사안 패널보고서에서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란 단어의 의
미는 조건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조건 부과의 결과로 ‘사실
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이 초래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해석
된다.226) 결론적으로 MFN 의무 위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선 GATT
제I:1조에 언급된 이득, 혜택, 특권 또는 면제를 부여함에 있어 국적(원산지)에
기초한 회원국간 법적(de jure)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은 경우
에도 국적(원산지) 이외의 요건 적용에 따른 회원국간 사실상(de facto) 차별
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외견상 원산지 기준에 따른 차별 요인이 전혀 없어 보이는 법제가 어떤 경우
에 사실상 차별에 따른 MFN 의무 위반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캐나다 자동차 사안 상소기구보고서 관련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동 사안에
서는 캐나다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자국의 기존 양허관세율보다 낮은 특별관세
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WTO 회원국들
이 특별관세율 혜택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제소 원인이 되었

225)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Canada-Autos), WT/DS139/AB/R, WT/DS142/AB/R, adopted 19 June 2000, para. 76.
226) “The Panel in Canada-Autos …중략…. In its view, the use of the word ”unconditionally“ in
Article I:1 did not mean that the availability if a tariff rate could not be made subject to
conditions, but rather that such conditions could not result in de facto discrimination.”
Jackson, Davey, and Sykes(2002), p.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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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는 일부 회원국 자동차 제조사의 캐나다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만이 특별관세율 적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227) 이에 대
해 상소기구는 패널과 동일하게 동 조치가 외견상 수입 자동차의 원산지에 기
초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수입되는 일본, 한
국, 독일 등의 자동차가 특별관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구성됨으로써 사실상
MFN 의무를 위반한다고 평결했다.228) 상소기구는 GATT 제I:1조에 ‘법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이란 문구가 없지만, 동 조항이 법적, 사실상 차
별 모두를 규율한다고 판단함으로써 GATT 제I:1조가 외견상 원산지에 따른
차별이 없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캐나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229)

다. 내국민대우
1) 개요
GATT 제III조에 따른 내국민대우 원칙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여타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국산품이 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라는
일반적 의무이다. 일본 주세 사안(Japan-Alcoholic Beverages II)은 GATT
제III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다. 동 사안의 상소기구보고서는
우선 제III조의 목적이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국산품 및 수입품에 대해 국내조
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는 WTO 회원국들에게 국
산품과 수입품 간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WTO 회원국들이 국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국내조치(internal
measures)를 동원할 수 있지만, 이는 GATT 제III조 및 협정상의 여타 양허에
227)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utos, para. 70.
228) Ibid, para. 71.
229) “Neither the words ‘de jure’ nor ‘de facto’ appear in Article I:1. Nevertheless, we observe that
Article I:1 does not cover only ‘in law’, or de jure, discrimination. As several GATT panel
reports confirmed, Article I:1 covers also ‘in fact’, or de facto, discrimination. Like the Panel,
we cannot accept Canada's argument that Article I:1 does not apply to measures which, on
their face, are ‘origin-neutral’.” Ibid, par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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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230)
GATT 내국민대우 원칙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회원국들
이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시장에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 국내조치를 통해
국경조치(border measures)인 관세를 우회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다.231) 둘째, 좀 더 포괄적·근본적 목적은 국내조치 적용에 의한 보호주의
(protectionism) 확산 방지에 있다. 즉 국내조치가 국내생산(domestic
production) 보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232)
GATT 내국민대우 의무는 MFN 의무와 함께 비차별대우 원칙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이지만, 실제 통상쟁점으로서는 MFN 의무에 비해 훨씬 더 빈번히 문
제되어왔다. 주요 분쟁사안에서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는 GATT 체제하의 지속적 포괄협
상(Round)이 관세의 대폭적 인하를 가져옴으로써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국
산품 우대를 위한 우회적 방식의 세제, 법제 등 국내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
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논란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GATT 내국민대우 의무는 GATT 제III조, GATT 1947 부속서 I(Annex I:
Not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의 제III:1조 주해(Note Ad Article
III)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내생산 보호 목적으로 세금이나 규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는 GATT 제III:1조233)는 내국민대우의 근간으
230)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p. 16.
231)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the Agreement was clearly to treat the imported products in
the same way as the like domestic products once they had been cleared through customs.
Otherwise indirect protection could be given.” GATT Panel Report, Italian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BISD 7S/60, adopted 23 October 1958, para. 11.
232) “The sheltering scope of Article III is not limited to products that are the subject of tariff
concessions under Article II. The Article III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s a general
prohibition on the use of internal taxes and other internal regulatory measures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p. 17.
233) GATT 제III:1조는 “① 내국세 및 기타 국내 부과금(internal charges), 그리고 국내 판매, 판촉활동(offering
for sale),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상품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정 및 요건, 그리고 상품의 배합, 공정
또는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수량 및 비율을 의무화하는 국내 수량 규제(quantitative regulations)가 ② 국내
생산 보호를 목적으로 ③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적용되는 것은 ④ 불가하다는 점(should not be applie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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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제III조의 여타 조항234)을 위한 해석지침에 해당된다. 일본 주세 사안의
상소기구보고서는 “제III:1조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조치를 적용해
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III:1조의 목적은 제III조
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구체적 의무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
려는 것이다”라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235) 특히 제III:2조 및 제III:5조는 명시
적으로 제III:1조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236)

2) 주요 쟁점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규제가 동종인 수입품의 국내 판매, 판촉활동
(offering for sale),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상품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조치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국내조치와 관련한 내국민대우 의무의
구체화 조항인 제III:4조와 GATT 제III조의 일반규정인 제III:1조를 중심으로
내국민대우 의무의 핵심내용을 상술하고자 한다.
GATT 내국민대우 의무 해석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GATT 제III:1조 및 제III:4조가 공히 기재하는 ‘법령, 규정 및 요건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의 범위 ② ‘동종 상품(like product)’
의 판단 기준 ③ 제III:4조에 언급된 ‘불리하지 않은 대우(treatment no less

⑤ GATT 체약국들이 인정한다(recognize)"고 규정하고 있다. GATT 부속서 I(Not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의 제III:1조(Note Ad Article III)에 따르면, 제III:1조상의 내국세, 국내부과금, 법령, 규정 및 요
건은 국산품과 동종인 수입품이 수입되는 시점이나 수입되는 장소에서 징수 또는 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시점과 장소 관점에서 국경조치의 형식으로 집행되는 국내조치도 제III:1조상의 국내조치로 간주된다는 것
이다.
234) GATT 제III:2조 및 제III:3조는 내국세 및 국내 부과금, 제III:4조는 법령, 규정 및 요건 등 국내조치, 제III:5
조 및 제III:7조는 상품의 배합, 공정 또는 사용에 관한 정량적 규제조치 등이 국내생산 보호 차원에서 사용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내국민대우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235) “Article III:1 articulates a general principle that internal measures should not be applied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This general principle informs the rest of Article
III. The purpose of Article III:1 is to establish this general principle as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specific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 III:2 and in the
other paragraphs of Article III …후략….”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p. 18.
236) GATT Art. III:2 및 III:5의 2문에서 “No contracting party shall otherwise apply …중략…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Art. III:1)”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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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able)’의 의미 ④ 제III:1조, 제III:4조 등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내재하는
‘국산품 보호 목적(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의 의
미 등이다. 참고로 국내조치의 내국민대우 위반과 관련한 최근 분쟁사안에서는
동종 상품 여부 판정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불리하지 않은 대우
(treatment no less favorable)’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237)

가) 법령, 규정 및 요건(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GATT 제III조는 법령, 규정 및 요건 중 국내 판매 및 구매 등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영향을 주는 법령, 규정 및 요건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은 GATT 제III조상의 법령, 규정 및 요건에는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적극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이행해야만 정부로부터 모종의 혜택
을 수혜할 수 있게 되는 비강제적·소극적 조치를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다.
TRIMs(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협정 제II.2조238)에 따른 부
속서(Annex: Illustrative List)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동 부
속서 1조는 모종의 혜택을 수혜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일
정 정도 이상의 국산품을 구매 또는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들이 모두
GATT 제III:4조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39)
이는 GATT 제III:4조상의 법령, 규정 및 요건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일본 사진필름 사안240)의 패널 입장과도 유사하다. 동 사안의 패널은
GATT 제III:4조상의 법령, 규정 및 요건이 GATT 제XXIII:1조(무효화 또는
237) Ehring(2002), p. 944.
238) “An illustrative list of TRIM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 of na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Article III of GATT 1994 …중략… is contained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TRIMs 협정 제II:2조.
239) “TRIM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 of na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e those …중략… compliance with which is
necessary to obtain an advantage, and which require: (a) the purchase or use by an enterprise
of products of domestic origin or from any domestic source, …후략….” TRIMs 협정 부속서 제1조.
240) 일명 ‘Kodak case’로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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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b)가 언급하는 조치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정부의 행위는 물론이고 정부
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민간 당사자(private parties)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241) 이러한 패널 해석은 행정지도
(administrative guidance)가 GATT 제XI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1항
의 ‘여타 조치(other measures)’에 포함된다고 평결한 과거 일본 반도체 사안
의 패널보고서242)에 기초한다.243)
비강제적인 성격의 행정지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본 반도체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첫째는 민간 당사자가 그러한 비강제적 조치에 순응하기에 충분
한 긍정적 유인(incentives) 또는 부정적 유인(disincentives)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며, 둘째는 그러한 비강제적 조치244)의
시행이 민간 당사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부
의 행위나 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조
치인 경우, 정부에 의한 강제적 조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일본 반도체 사안
패널의 입장이다.245)
한편 1989년 미국 관세법 제337조 사안(US-Section 337)246)은 GATT 제
III:4조가 실체규범에 국한되어 적용되는지, 절차규정에도 적용되는지를 판단
한 선례이다. 동 사안은 미국인 소유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적용하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상의 구제절차가 국산품에 비해 수입품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EC가 제소한 사건이다. 당시 EC는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만을 허용하는 미국
국산품과 달리 수입품에 대해서는 USITC에 의한 구제절차도 활용할 수 있도
241) Panel Report, 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Japan-Film),
WT/DS44/R, adopted 22 April 1998, para 10.373-10.376.
242) GATT Panel Report, Japan-Trade in Semi-conductors, adopted 4 May 1988, 35th Supp. BISD
116.
243) Jackson, Davey, and Sykes(2002), p. 526.
244) 반도체 수출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45) Jackson, Davey, and Sykes(2002), pp. 390-391.
246) GATT Panel Report, United States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US-Section 337),
L/6439, adopted 7 November 1989, BISD 36S.

90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록 하였고, 그 요건 및 절차가 수입품에 불리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했다.247)
한마디로,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실체규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가
GATT 제III:4조의 적용대상인지가 관건이 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패널은 제III:4조의 적용대상에서 절차법을 제외한다면 제III:1조
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III:4조과 실체법과 절차
법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미국 관세법 제337조상의
상당수 조치가 상품의 국경 통과 단계에서 취해지는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 역
시 GATT 1947 부속서 I(Not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의 제III-1
조 주해(Note Ad Article III)에 의해 내국민대우 의무 적용대상이라고 보았다.

나) 동종 상품(like product)
GATT 및 WTO 법제하에서 동종 상품에 대한 단일 판단기준은 부재한다.
오히려 동종 상품 여부는 동종 상품이란 용어가 포함된 조문, 해당 조문의 맥
락, 조문의 적용대상인 상황, 그리고 WTO 협정의 일반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그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를 파악해야 한다.248) 다만 무
역친화적 국내조치 운영을 위해서는 GATT 제III:4조(제1문)에 언급된 ‘동종
상품(like product)’에 관한 개념적 구체화가 필요하므로 이하에서는 그에 관
한 과거 분쟁선례의 해석을 정리하고자 한다.
EC 석면(Asbestos) 사안의 상소기구에 의해 GATT 제III:4조상의 동종성의
결정이 상품 간 경쟁적 관계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결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문제로 판단되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249) 그러한 경쟁적 관계를 평
가할 때 당시 상소기구가 취한 입장은 대체로 GATT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 채택한 ‘국경세 조정 프레임워크(Border Tax Adjustments
247) 주로 문제된 부분은 USITC 구제절차상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기일(조정) 적용, 수입품에 대한 반소(counterclaim)
기회 차단, 수입품에 대한 가처분 조치 또는 가집행 조치의 상대적 용이성 및 포괄성 등이다.
248)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s. 88, 89;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p. 17, 21.
249)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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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와 부합한다. 즉 상소기구는 ① 제품의 특성 및 품질(properties,
nature and quality of products) ② 제품 최종용도의 유사성(the extent to
which products are capable of serving the same or similar uses) ③ 제
품 성능의 대체성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유사성(the extent to which
consumers perceive and treat the products as alternative means of
performing particular functions in order to satisfy a particular want
or demand) ④ 관세품목분류 등이 상품간 경쟁적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적인 요소들이라고 본 것이다.250)
동종 상품 판정에 관한 EC 석면 사안 상소기구의 기조는 이후 판결에서도 유
지되어왔으나, 그에 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예컨대 제품의 어떤 특성 및 품질
이 동종성 분석에서 중요한지, 제품간 특성 및 품질이 얼마나 일치해야 하는지,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구의 관점으로 제품의 동종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등 해
석상의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251) 수입품을 차별함으로써 내국민대우 위
반에 해당되는 어떤 국내조치에 대해 회원국이 GATT 제XX조(일반적 예외)에
따른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차별이 정당화될 수
도 있을 것이다.252)
이러한 우려 속에서 1990년대 초 GATT 판례를 통해 등장한 대안적 동종 상
품 분석방법이 ‘목적과 효과 심사(aim and effects test)’이다. 이는 동종 상품
이 관련 상품에 대한 전통적 시각이 아닌 국내조치의 정책목표를 고려해 규정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기초한다.253) 좀 더 구체적으로, 목적과 효과 심사는
GATT 제III조가 제III:1조에 명시된 국내생산 보호와 무관한 정책목표를 추구

250) Ibid, para. 101.
251) Ibid, para. 92.
252) 물론 GATT 제XX조에 관한 엄격한 해석 기조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정당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Kapterian(2010), p. 97.
253) GATT Panel Report,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Alcoholic and Malt Beverages(US Malt
Beverages), DS23/R, adopted 19 June 1992, BISD 39S/206; GATT Panel Report, United
States Taxes on Automobiles(US Taxes on Automobiles), DS31/R, 11 October 1994,
un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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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회원국의 차별적 국내조치까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목적과 효과 심사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재한다. 우선, 제
소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전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동 심사하에서 제소국은 어떤 조치의 차별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의
목적이 국내생산 보호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소국이 조치의 목적을 하
나하나 확인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GATT 제III조 위반 여부
를 결정할 때 조치 도입의 정책목표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제XX조상
의 정책목표 정당화 문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제XX조가 독립된 조문으로 존재
해야 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treatment no less favorable)
GATT 제III:4조 위반 여부는 어떤 국내조치로 인해 국산품 대비 동종 수입
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treatment less favourable)’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
단 문제이다. 참고로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은 어떤 수입품 하나가 동종의 국산
품 하나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입품
(group of imported products)이 전반적으로 국산품(group of domestic
products)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한해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254)
1959년 이탈리아 농기구 사안은 GATT 내국민대우의 의미를 잘 해석한 교
과서적 선례로 잘 알려져 있다. 동 사안에서 영국은 수입 농기구(트랙터) 구매
농가에 비해 국산 농기구 구매 농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융자를 제공하도록
한 이탈리아 국내법(Law No. 949)을 문제 삼았다.255) 피소국인 이탈리아는
GATT 제III:4조가 수입품의 판매, 운송 등에 부과되는 조건들에 관한 법령이
254) “…전략… if there is “less favorable treatment” of the group of like imported products, there is,
conversely, “protection” of the group of “like” domestic products.”,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 100.
255) GATT Panel Report, Italian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BISD
7S/60, adopted 23 October 1958, par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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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수입품과 경쟁관계인 국산품 구매자들에 대한
융자 조건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해
저리 융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이 GATT 제III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동 사안에 대한 패널보고서는 GATT 제III:4조 제정 의도가 세관을
통과한 상품에 대해 동일 경쟁조건(equal conditions of competition)을 제
공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다.256) 예컨대 GATT 규범하에서도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257) 그러한 보조금이 구매자 선택에 영
향을 미쳐 경쟁조건을 국산품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단 국내로 유입된 상품에 대해 수입품
구매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부여함이 없이 국산품 구매를 지원하는 조치는 내
국민대우 의무 위반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 사안(US-Section 337)의 패널보고서도 ‘불리하지 않
은 대우(treatment no less favorable)’라는 용어가 법령, 규정 및 요건의 적
용에 있어 국산품과 마찬가지로 수입품에 대해 실효적인 기회균등(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ies)을 요구하는 것258)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골자는 회원국이 시장경쟁의 조건을 국산품에 비해 수
입품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 사안(US-Section 337)의 이러한 패널 입장은 후속 분쟁사안
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일본 주세 사안의 패널보고서는 “GATT 제III조의 일
반적 목적이 수입품에도 경쟁조건상의 실효적인 기회균등을 부여하는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259) 일본 사진필름 사안의 상소기구보고서도 일본 주세 사안의
패널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국내시장에서의 동등한 경쟁조건 부여’ 기준은 특
256) “…전략… the intent of the drafters was to provide equal conditions of competition once goods
had been cleared through customs …후략….” Ibid, para. 5.
257) GATT 제III:8(b)조.
258) GATT Panel Report, US-Section 337, para. 5.11.
259)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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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 제III조 전반에 걸친 해석을 위한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260)
그런데 수입품에 대한 유·불리 여부는 실질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에 차등 대우가 부여되었더라도, 그러한 대
우가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면 GATT 제III:4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대로 형식적으로는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동등 대우가
부여되었더라도, 그러한 대우가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라면 GATT
제III:4조 위반에 해당된다. 실제로 한국 쇠고기 사안(Korea-Beef)261)의 상소
기구는 국산품과 동종 수입품 간 형식적 차별 대우가 설령 그러한 차별이 전적
으로 상품의 원산지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262) GATT 제III:4조 위반을 구성
하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그러한 차별이 경쟁조
건(conditions of competition) 변경을 통해 동종 수입품에 대해 ‘유해한 효
과(detrimental effect)’를 초래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미국 관세
법 제337조 사안(US-Section 337) 패널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263)
이러한 입장은 비교적 최근 발생한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
(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에서도 재확인된다. 동
사안의 패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서는 최
소허용기준(de minimis standard)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
한 여하한 불리한 대우는 그러한 대우가 수입품에 불리하게 경쟁조건을 변경할
경우, 제III:4조 의무에 반한다(The phrase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is not qualified by a de minimis standard. Accordingly, any less
260) Panel Report, 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Japan-Film),
WT/DS44/R, adopted 22 April 1998, para, 10.379.
261) Appellate Body Report, Korea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Korea-Beef), WT/DS161/AB/R, WT/DS169/AB/R, adopted 11 December 2000. 이는 수입
쇠고기 판매점과 한우 쇠고기 판매점을 구별하고, 대형 판매점의 경우는 수입 쇠고기와 한우 쇠고기 판매대를
분리하도록 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미국과 호주가 제소한 사안이다.
262) 당초 동 사안의 패널은 상품의 원산지에만 기초한 규제에 의한 차별이 GATT 제III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취
했으나, 상소기구가 이러한 패널의 판단을 배척하였다.
263) Appellate Body Report, Korea-Beef, paras. 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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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urable treatment of imported products …중략… is contrary to
the obligation in Article III:4, provided such treatmen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to the detriment of imported products).”264)
한편 도미니카공화국-담배 사안(Dominican Republic-Cigarettes)을 위
시한 일부 분쟁사안은 이러한 공감대와는 대조되는 예외적 사례이다.265) 동 사
안에서 상소기구는 어떤 조치로 인해 동종 수입품에 대해 발생한 유해한 효과
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당해 조치가 GATT 제III: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소기구는 “어떤 조치로부터 발생한
수입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가 상품의 원산지(외국)와는 무관한 요인이나 상황
에 의해 설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해한 효과의 존재만으로 해당 조치가 수
입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266)고 판단했다. 달리
표현하자면,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당
조치와 수입품에 발생한 유해한 효과간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국-담배 사안(Thailand-Cigarettes)의 패널은 이전 도미니카공
화국-담배 사안 상소기구의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태국은 도미
니카공화국-담배 사안의 결과에 기초해 관련 조치가 조세 회피, 사기, 위조 등

264) Panel Report,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WT/DS363/R, adopted 19 January 2010,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63/AB/R, DSR 2010:II, 261, para. 7.1537.
265) 미국-참치 사안(US-Tuna II), EC-바이오기술제품 사안(EC-Biotech Products), 미국-정향담배 사안
(US-Clove Cigarettes) 등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1/R, adopted 21 November 2006, para. 7.2514; Panel Report, United States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US
Tuna II), WT/DS381/R, adopted 13 June 2012, as modified by the Appellate Body report,
para. 7.378; Zhou(2012), p. 1115.
266) “The existence of a detrimental effect on a given imported product resulting from a measure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is measure accords less favorable treatment to imports if
the detrimental effect is explained by factors or circumstances unrelated to the foreign origin
of the product.” Appellate Body Report, Dominican Republic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and Internal Sale of Cigarettes (Dominican Republic Cigarettes), WT/DS302/AB/R,
adopted 19 May 2005, para.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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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한다는 합법적 정책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패널은 해당 조
치의 목적은 제III:4조와는 무관하므로 굳이 다룬다면 제XX조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267) 그런데 담배를 둘러싼 두 가지 사안의 판정 결과가 엇갈리
는 것은 도미니카의 관련 조치가 ‘원산지 중립적(origin-neutral)’인데 반해
태국의 관련 조치는 ‘원산지 기반(origin-based)’이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자면, 제III:4조상의 ‘불리한 대우(treatment less
favourable)’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는 ① 어떤
조치로 인해 국산품 대비 동종 수입품에 대해 불리한 경쟁조건, 즉 유해한 효과
가 초래되었는가? ② 해당 조치가 그 계획, 구조 및 적용상 상품의 원산지에 기
초하여 국산품과 동종 수입품을 구분하는 조치인가?268) 등 두 가지 쟁점이라
고 정리할 수 있다. GATT 및 WTO 분쟁선례에 비추어볼 때, 판결기구의 지배
적 견해는 의문점 ①에 대한 긍정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관련 조치가
GATT 제III:4조상의 ‘불리한 대우(treatment less favorable)’를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의문점 ②에 대한 입증269)은 GATT 제III:4조
위반을 강화하는 요인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GATT 제III:4조 위반을 구성하
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270)

267) Panel Report, Thailand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
(Thailand Cigarettes), WT/DS371/R, adopted 15 July 2011, para. 7.746.
268) “The implications of the contested measure for the equality of competitive conditions are, first
and foremost, those that are discernible from the design, structure, and expected operation of
the measure. For instance, where a Member's legal system applies a single regulatory regime
to both imported and like domestic products, with the sole difference being that an additional
requirement is imposed only on imported products, the existence of this additional
requirement may provide a significant indication that imported products are treated less
favourably.” Appellate Body Report, Thailand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 (Thailand Cigarettes), WT/DS371/AB/R, adopted 15 July 2011, para. 130.
269) 이 경우, 입증책임은 제소국이 부담한다.
270) Ibid, para.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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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산품 보호 목적(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
GATT 제III조 해석의 지침격인 GATT 제III:1조는 국내조치가 ‘국산품 보
호 목적으로(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 수입품과
국산품에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 주세 사안의 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조치가 국산품 보호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
당 조치의 적용 방식이 관건이지, 해당 조치 도입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271)
역으로, 어떤 조치 시행의 결과로 수입품의 국내 수입액,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
율 등이 하락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국민대우 위반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272)
다시 말해, GATT 제III조상의 내국민대우는 국내조치 도입의 의도 또는 국내
조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시장성과의 변화가 아니라, 국내조치의 적용방식이
시장경쟁 관점에서 국산품과 수입품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
안이다.
그런데 어떤 국내조치의 GATT 제III:4조 합치성 분석을 위해서는 제III:1조
의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이치상 마땅해 보인다. 제III조 전반에 걸친 해석 지침
으로서 제III:1조의 존재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국산품 대비 동종
수입품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treatment no less favorable)를 부여했
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내조치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일
견 제III:1조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국내조치
의 목적이 제III:1조에 언급된 국내품 보호가 아니라 GATT 제XX조상의 공중
도덕 보호(protection of public morals) 등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에 있다면,
271) “It is not necessary for a panel to sort through the many reasons legislators and regulators
often have for what they do and weigh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ose reasons to establish
legislative or regulatory intent. If the measure is applied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then it does not matter that there may not
have been any desire to engage in protectionism in the minds of the legislators or the
regulators who imposed the measure. …중략… This is an issue of how the measure in
question is applied.”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pp. 27-28.
272) “it is irrelevant that "the trade effects" of the tax differential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as reflected in the volumes of imports, are insignificant or even nonexistent; Article
III protects expectations not of any particular trade volume but rather of the equal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Ibi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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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국내조치가 제III:1조에 언급된 국산품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
품에 대해 위해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이유만으로 제III:4조 위반을 단정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EC 바나나 사안(EC-Banana III)의 상소기구는 제
III:4조상의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
당 조치가 제III:1조에 언급된 국산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273) 반면 EC 석면 사안(EC-Asbestos)의 상소기
구는 국내조치가 국내품 보호를 위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제III:1조상의 일
반원칙이 그러한 불리한 대우에 내재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274) 이는 III:4
조상의 불리한 대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① 관련된 국내조치의 정책목표를
고려할지 말아야 할지 ②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등이 GATT 제III:4조 합
치성 분석 과정에서 정리되어야 할 주요 쟁점임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과거
분쟁사안의 판결기구는 대체로 이에 관해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275)
그런데 EC 바다표범제품 사안(EC-Seal Products)의 상소기구보고서276)
는 제III:1조에 따른 국내조치의 정책목표와 제III:4조상의 내국민대우 의무
판정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해묵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새로
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동 사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다표범
제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EU의 조치가 발단이 되었다.277) 동 사안에서
EU는 어떤 조치가 동종 국산품 대비 수입품의 경쟁기회에 위해한 효과를 갖는
다는 사실만으로 GATT 제III:4조 위반을 결정하기보다 그러한 부정적 효과가
전적으로 ‘정당한 규제적 구분(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에서 유

273) Appellate Body Report, EC-Bananas III, para. 216.
274) “The term ‘less favourable treatment’ expresses the general principle, in Article III:1, that
internal regulations should not be applied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 100.
275) Regan(2002), p. 464.
276)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EC Seal Products), WT/DS400/AB/R, adopted 18 June 2014.
277) 자세한 내용은 이길원(2016), pp. 67~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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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78) 비인도적 방식으로 사
냥한 바다표범으로 제조된 물품의 판매를 차단한다는 정책목표의 정당성을 부
각시켜 동종 수입품에 발생한 위해한 효과를 합리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동 사안의 상소기구는 EU 주장을 일축하고, 제III:4조 상의 내국민대
우 의무에 관하여 엄격한 ‘문면적(textual)’ 해석 입장을 고수했다.279) 좀 더
구체적으로, 동 사안의 상소기구는 일본 주세 사안(Japan-Alcoholic
Beverages II)의 상소기구 입장280)을 상기시키면서 “제III:4조가 제III:1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제III:4조가 제III:1조에 제시
된 원칙의 표현(expression of the principles)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만일 동종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면, 역으로 동종 국산품
에 대한 보호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281) 즉 어떤 조치로 인해 수입
품의 경쟁기회에 대한 위해한 효과(detrimental effect)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해 제III:4조상의 불리한 대우가 성립하는 것이지, 제III:1조의 맥락
을 고려해 해당 조치의 규제적 목표가 동종 국산품 보호에 있는지 또는 여타의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에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치의 규제적 목표는 제III:4조 합치성 판정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 태국-담배 사안(Thailand-Cigarettes) 패널이 이미 판단했듯이282)
그와 독립적인 제XX조(일반적 예외)하에서 제III:4조 비합치(위반) 조치의 정
책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C 바
다표범제품 사안(EC-Seal Products)은 어떤 조치의 GATT 제III:4조상 내국

278) Appellate Body Report, EC Seal Products, para. 5.100.
279) 참고로, GATT 제III조 내에는 그 해석 지침격인 제III:1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제III:2조의 2문과
제III:5조의 2문 등 두 군데이다.
280)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p. 18.
281) Article III:4, …중략… does not explicitly refer to Article III:1. …중략… the omission of a textual
reference to Article III:1, …중략… must be given meaning …중략…. In our view, Article III:4 is,
itself, an expression of the principle set forth in Article III:1. Consequently, “[i]f there is ‘less
favourable treatment’ of the group of ‘like’ imported products, there is, conversely, ‘protection’
of the group of ‘like’ domestic products.” Ibid, para. 5.115.
282) Panel Report, Thailand Cigarettes, para. 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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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우 의무 위반 여부가 정책목표 정당성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
지, 정책목표 정당성에 의해 GATT 제III:4조 위반 사실이 번복될 수 없음을 보
여준 셈이다. 이는 상품무역과 관련되는 국내조치의 정책공간(policy space)
이 상당히 협소함을 의미한다.

라.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1) 개요
모든 국가는 한편으로 보건, 후생 및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내정책을
추진할 주권을 보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국내정책이 자유무역에 대
한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이러한 양대
가치의 균형과 절충을 통해 지혜로운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
만, 국제무역을 둘러싼 다수의 통상규범 제정에 따라 현실이 ‘영합게임
(zero-sum game)’에 좀 더 근접한다는 느낌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유무역 추
세의 강화에 따라 각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제정책공간(regulatory
policy space)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ATT 제XX조는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다. 어떤 국내조치가 여타 GATT 규범에 위반되더라도 정책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수단(last resort)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예컨대 최혜
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문제되는 조치를 GATT 제XX조의 효과적 원
용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국내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GATT 제XX조는 이를 활용하는 회원국의 권리(right)와 의무
(duty) 간 불균형은 물론이고, 오남용 시에는 여타 회원국의 협정권(treaty
rights)을 전반적으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GATT 제XX조는 GATT의 여타 규정이 부과하는 실체적 의무로부터의 ‘제한
적·조건부(limited and conditional)’ 예외로 이해되어야 한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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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XX조는 일반적 예외로 인정되기 위한 조치의 요건을 기재한 전문
(chapeau)과 그러한 전문의 적용대상 조치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284)
등으로 구성된다. GATT 제XX조의 전문은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
배하는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
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285)라고 규정하고 나서,
전문의 적용대상인 “그러한 조치”를 10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
하고 있다.
따라서 GATT 제XX조에 따른 예외 인정 가능성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조치가 제XX조상의 한정적 목록에서 열거한 조치로서 적격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286) 그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는 제XX조 전문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제XX조에 따른 예외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제XX조 전문상
의 요건 충족 여부 분석은 제XX조상의 한정적 목록에 부합하는 조치에 한해
그 의미를 갖는다. 만일 어떤 조치가 제XX조상의 한정적 목록에서 열거한 조
치라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조치가 전문에서 언급한 대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거나 실질적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에는 제XX조에 의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XX조 전문의 적용대상 조치에는 (a)~(j)호까지 총 10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모두를 하나하나 상세 분석하기보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데이터
283) Jackson, Davey, and Sykes(2002), pp. 554-555.
284) GATT 제XX조 (a)호~(j)호.
285)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GATT Article XX.
286)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US-Shrimp), WT/DS58/AB/R, adopted 6 November 1998, paras. 118-121;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US-Gasoline),
WT/DS2/AB/R, WT/DS4/AB/R, adopted 20 May 199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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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 또는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규제의 통상법적
합치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a)호 및 (d)호에 한정하
여 분석하기로 한다.287) 제XX조 (a)호는 “공중도덕 보호에 필요한(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조치를, (d)호는 “GATT 규범에 불합치하지 않
는 법령 또는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d)호는 관세의
집행288) 등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s)들을 대상으
로 할 때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이행조치를 필요로 하는 당초의 규제조
치 자체가 GATT 실체규범 위반에 해당될 경우, 그러한 법제를 위한 이행조치
는 제XX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289)
상기 논의하에서 볼 때, 실제 분쟁사안에서 제XX조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a)호 및 (d)호 모두에 등
장하는 ‘필요한(necessary)’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② (a)호가 언급한
‘공중도덕(public morals)’의 의미는 무엇인가? ③ 어떤 경우에 조치의 적용
방식이 전문(chapeau)이 제시한 요건에 합치 또는 불합치 한다고 판단되는
가?

287) 참고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각 호는 (b)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
치, (c) 금 또는 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e) 교도소 수감인력이 생산한 제품에 관한 조치, (f) 국보
(national treasures) 보호를 위해 부과된 조치, (g)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조치, (h) 일부 정부 간 상품협정
(commodity agreements) 의무에 따른 조치, (i) 국내원료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내가공업
(domestic processing industry)에 필요한 국내원료 확보를 위해 국내원료 수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j) 공급 부족 상태인 물품의 확보 또는 배분에 필수적인 조치 등 8개이다.
288) GATT 제XX조 (d)호의 경우 “관세의 집행, 독점기업(제II:4조) 또는 국영무역(제XVII조)의 운영, 특허, 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등과 관련된 조치(those relating to customs enforcement, the
enforcement of monopolies operated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II and Article XVII, the
protection of patents, trade marks and copyrights, and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를 상기 언급된 조치의 예시적 사례로 들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본 연구의 관심사와는 거리감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289) Panel Report,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US-Gasoline),
WT/DS2/R, WT/DS4/R, adopted 20 May 1996, para.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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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가) 필요한 조치(necessary measures)
‘필요한(necessary)’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제외할 수 없거나, 그것
이 없이는 완결될 수 없는, 불가결한(requisite), 필수적인(essential), 필요로
하는(needful)’ 상태를 지칭하지만,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290) 이는 GATT 제XX조 문면상으로 동조의 (a)호, (b)호, (d)호 등에 언
급된 정책목표 달성과 연계되어 있는291) ‘필요한 조치(necessary measures)’
도 해당 맥락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무시한 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GATT 및 WTO가 지속적인 국제무역 자유화 진전이라는 근본적
이상을 지향하는 이상, GATT 제XX조 맥락에서의 어떤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금물이다.
GATT 제XX조상에서 ‘필요한(necessary)’이란 단어는 예컨대, ‘불가결한
(indispensable)’, ‘절대적으로 필요한(of absolute necessity)’, ‘불가피한
(inevitable)’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연속
개념(continuum)인 필요성의 정도(degrees of necessity)는 가장 그 정도가
강한 최고점을 ‘불가결한(indispensable)’이란 단어로, 그 정도가 가장 약한
최저점을 정책목표에 ‘단순히 기여하는(simply making contribution to)’이
란 단어로 대표한다고 할 때, GATT 제XX조상에서 ‘필요한(necessary)’은
‘불가결한(indispensable)’에 가깝게 해석되어야 한다.292) 즉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정책목표에 기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
며, 해당 조치가 없다면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할 정도로 조치와 정책목표 간 강

290) Appellate Body Report, Korea-Beef, para. 160.
291) “…전략… measures :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중략… (d)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중략….” GATT Article XX.
292) Appellate Body Report, Korea-Beef, para.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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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긴밀성이 존재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GATT 제XX조가 명시한 조치의 필요성(necessity)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대표적 분쟁선례는 한국 쇠고기 사안(Korea-Beef)과 EC 석면 사안
(EC-Asbestos)으로서, 두 사안 공히 ‘비교형량심사(weighing and balancing
test)’를 채택한 바 있다.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293)에서도 동일한 심
사절차를 따르고 있다. 동 사안의 상소기구보고서에 따르면 ‘문제된 조치
(challenged measure)’에 대해 ① 동 조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가치
의 중요성 ② 동 조치가 관련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 ③ 동 조치가 무역
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necessity)
을 결정한다.294) 상소기구는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관련법 조문(text of
statutes), 법제 배경(legislative history), 관련 정부기관 및 공무원 발표 내
용(pronouncements of government agencies or officials) 등 다양한 객
관적 증거자료 제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295)
요건 ①과 관련하여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의 상소기구는 EC 석면
사안(EC-Asbestos)의 상소기구 입장296)을 인용하면서, 어떤 조치에 의해 보
호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가치란 “상당한 중대성(vital and important in the
highest degree)을 갖는다고 규정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익”297)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견 상당히 애매한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어떤 조치에 의해 보호하려는 사회적 이익이나 가치가 중대할수
록 조치의 필요성 인정이 점점 더 용이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다만 GATT 제
XX조와 관련하여298) 그러한 이익이나 가치에 대한 보호가 부재할 경우 한 사
293)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US-Gambling), WT/DS285/AB/R, adopted 23 March 2005.
294) Appellate Body Report, Korea-Beef, paras. 152~185;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s. 164~175;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s. 304-311.
295)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304.
296)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 172.
297) “very important societal interests that can be characterized as ‘vital and important in the
highest degree’”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301.
298) 특히, GATT 제XX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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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risk)의 심각성 입증을 통해299) 역으로 해당 이익이
나 가치의 중대성 입증을 시도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300) 해당 이익
이나 가치 자체의 중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요건 ② 및 ③에 대해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문제된 조치(challenged
measure)와 가용한 대안적 조치(alternative measures) 간 비교형량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301) 여기에서 가용한 대안적 조치란
GATT 규정에 합치하며 “그 가용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reasonably
available)”302) 조치를 의미한다. 즉 GATT 규정에 합치하는 대안적 조치가
부재한다면, GATT 제XX조하에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303) 물론 대안
적 조치가 존재하더라도 재정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수
반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는 존재한
다.304)

나) 공중도덕(public morals)
GATT 제XX조의 (a)호에 등장하는 ‘공중도덕(public morals)’의 개념적
정의는 GATT 체제하에서는 물론이고 WTO 체제 초기(1995~2004년) 분쟁
사안에서 사실상 단 한 차례도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공중도덕에 대한 개념 정
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분쟁사례는 WTO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299) 실제로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의 패널은 불법 도박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미국 공무원의 의회 진술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Panel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US-Gambling),
WT/DS285/R, adopted 10 November 2004, footnote 927, 931.
300) Appellate Body Report, EC Seal Products, paras. 5.197, 5.198.
301) Appellate Body Report, EC Seal Products, para. 5.214;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307; Appellate Body Report, EC Asbestos, paras. 172-174; Appellate Body Report, Korea
Beef, paras. 165, 166; GATT Panel Report, US-Section 337, para. 5.26.
302) “measure which the Member concerned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employ” is
available”로 달리 표현될 수 있다. Appellate Body Report, Korea Beef, paras. 166.
303)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문제되는 조치를 시행하는 회원국이 부담한다.
304) “…전략… it is for Korea to demonstrate that such an alternative measure is not reasonably
available or is unreasonably burdensome, financially or technically, taking into account a variety
of factors …후략….” Appellate Body Report, Korea Beef, para.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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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관련 분쟁인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이다. 동 사안의 패널 및 상
소기구는 공중도덕이 “옳고 그른 행위에 대해 어떤 공동체 또는 국가가 유지하
는 기준”305)이라고 정의했다. 공중도덕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그 후 공
중도덕 예외에 관한 GATT하의 최초 분쟁사안인 EC 바다표범제품 사안
(EC-Seal Products)과 GATS하의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
(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등에서도 그대로 수용
되어왔다.306) 물론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 상소기구의 공중도덕에 대
한 정의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그에 관한 논란이 여전하지
만,307) GATT 체제 이후 반세기 이상 부재하던 개념 정의가 제시되었다는 사
실 자체만으로도 정책적·학술적 관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에서의 개념 정의가 특별히 더 의미
를 갖는 이유는 개별 회원국에게 스스로의 공중도덕을 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자유도가 부여됨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 있다. 미국 도박 사안
(US-Gambling)을 필두로 하는 세 차례 분쟁사안에서 분쟁판결기구가 각 회
원국의 사회적·문화적·윤리적·종교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기
적으로나 지정학적 위치상 공중도덕 개념이 가변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
이다. 즉 공중도덕 개념은 범세계적 단일 개념이 존재하기보다 기본적으로 회
원국별로 정의·적용되어야 하고, 각국 고유의 시스템과 가치 체계에 따라 일정
정도의 유연성이 허용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308) 이는 각 회원국이 보호
해야 할 가치인 공중도덕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련 보호 조치의 수준 또는
집행 강도를 달리 결정할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309) 다만 그와
305) “the term ‘public morals’ denotes standards of right and wrong conduct maintained by or on
behalf of a community or nation.”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296;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465.
306) Appellate Body Report, EC Seal Products, para. 5.199;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para. 7.759.
307) 장학수(2015), pp. 131~138.
308)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461.
309) “It is not open to doubt that Members of the WTO have the right to determine for
themselves the level of enforcement of their WTO-consistent laws and regulations.” Appel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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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보호 조치의 수준 또는 집행 강도를 달리할 경우에도 GATT 내국
민대우 의무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산품과 수입품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310)

다) 전문(chapeau) 요건
GATT 제XX조의 성공적일 활용 가능성은 그 전문(chapeau) 요건 충족 여
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조치가 GATT 제XX조상의 (a)~(j)호 등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에 속하더라도, 그 전문에 기재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GATT의 여타 실체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은 그러한 조건을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하는(same conditions prevail) 국가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arbitrary or unjustifiable)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not applied in a manner) 요건을 조건으로(subject to the
requirement),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
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설정하고 있다.
전문 요건의 목적은 제XX조에 기초한 회원국들의 무분별한 예외 인정 주장
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소국이 일차적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GATT 제III
조(내국민대우)와 달리 제XX조가 그와 관련한 일차적 입증책임을 조치의 시행
국에게 묻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XX조의 기본취지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예외
적으로 스스로의 합법적인 사회적 이익 및 가치 보호를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XX조 전문은 그러한 권리 주장이 회원국의
협정상 의무 면탈 목적이 아닌 선의(good faith)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
다.311) 이는 (a)~(j)호에 해당되는 조치라 하더라도 그 적용방식이 ‘무역제한적
Body Report, Korea-Beef, para. 176; “In this regard, we note that …중략…. Members may set
different levels of protection even when responding to similar interests of moral concern.”
Appellate Body Report, EC Seal Products, para. 5.200.
310) GATT Panel Report, US-Section 337, para. 5.26.
311) “…전략… the chapeau serves to ensure that Members' rights to avail themsel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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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restrictive)’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제XX조 전문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조치(measure) 또는 그러한 조치의 내용 및 구조 자체
라기보다 조치의 ‘적용(application) 방식’이라 할 수 있다.312) 동 전문의 맥
락에서, 어떤 조치 또는 그러한 조치의 내용 및 구조 자체에 주목하는 부분은
오히려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기재한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인 (a)~(j)
호 등이다.
전문 요건에 따라 금지되는 무역제한적인 적용방식은 ‘① 동일한 조건이 지
배하는 국가간 자의적 차별 ② 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국가간 정당화할 수 없
는 차별 ③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313) 하지만 ①, ②, ③ 등 세 가지 방식은 서로 그 의미를 주고받
는 관계이므로 세 가지 기준 각각은 상호 관련성에 유념하여 사안별로
(case-by-case) 해석되어야 한다.314)

(1) 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국가간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국가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에 해

exceptions are exercised in good faith to protect interests considered legitimate under Article
XX, not as a means to circumvent one Member's obligations towards other WTO Members.”
Appellate Body Report, Brazil-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Brazil-Retreaded
Tyres), WT/DS332/AB/R, adopted 17 December 2007, para. 215.
312) “The chapeau by its express terms addresses, not so much the questioned measure or its
specific contents as such, but rather the manner in which that measure is applied.”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 22; “Although provisionally justified under Article XX(g), Section
609, if it is ultimately to be justified as an exception under Article XX, must als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introductory clauses - the “chapeau” - of Article XX …중략… We turn,
hence, to the task of appraising Section 609, and specifically the manner in which it is
applied under the chapeau of Article XX; that is, to the second part of the two-tier analysis
required under Article XX.”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 147.
313)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 150.
314) ““Arbitrary discrimination,”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may, accordingly, be read side-by-side; they impart meaning to one
another…중략…. Put in a somewhat different manner, the kinds of considerations pertinent in
deciding whether the application of a particular measure amounts to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may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presence of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The fundamental theme is to be found in the purpose and
object of avoiding abuse or illegitimate use of the exceptions to substantive rules available in
Article XX.”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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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치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내재해야 한다. 첫째, 관련
조치의 적용이 차별을 야기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성격
상 정당화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그러한 차별이 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국
가간에 발생해야 한다.315) 상기 요소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별
(discrimination)에 관하여 미국 가솔린 사안(US-Gasoline)의 패널은 제XX
조 전문(chapeau)에 언급된 ‘차별’의 기준이 그 속성 및 내용상으로 GATT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등 여타 실체규범 위반을 결정한 차별의 기
준과 동일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제XX조 전문이
판단하고자 하는 문제, 즉 GATT 실제규정 위반이 제XX조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그러한 실제규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의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다루
어야 할 추가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316)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제
XX조에서 조치의 차별성을 별도로 추가 논의할 법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종 상품(like product)에 대한 동등 대우 부여를 요구하는 제I조(최혜국
대우 의무) 또는 제III조(내국민대우 의무)와 달리 제XX조의 비차별대우 의무
는 “동일한 조건(the same conditions)이 지배하는 국가”에 대한 동등 대우
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는 “유사한 제품(similar products)을 생산
하거나, 또는 유사한 조건(similar conditions)하에서 생산하는 국가”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317) ‘동일한 조건(same conditions)’은 ‘동종 조건
(like conditions)’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318) 동등 대우를
위한 전제가 ‘동종 상품’이 아닌 ‘동종 조건’에 있다는 점에서, 글자 그대로 해석
하더라도 제XX조와 관련한 비차별대우 평가기준은 제I조나 제III조와 관련한
비차별대우 평가기준에 비해 상대적·절대적으로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315)
316)
317)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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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 150.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 23.
Bowen(2000), pp. 184-185; GATT(1995), p. 520.
GATT 제XX조에 기초해 제정된 GATS 제XIV조가 ‘동종 조건(like conditions)’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이러
한 판단에 큰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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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치가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와 별도로 제XX
조 전문상의 비차별대우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GATT 패널이 제XX조 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비해,319) WTO 체제 출범 이후에는 일부 분쟁사안의 상소기구가
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브라질 재생타이어 사안(Brazil-Retreaded
Tyres)의 상소기구는 조치의 적용이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야
기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원인(causes) 또는 논리적 근거
(rationale)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을 수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320) 또한
그러한 차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이유(reasons)가 제XX조의 각 호에 제
시된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에 반하는 경우
에는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321) 즉 제
XX조하에서 조치의 목적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의 목적과 차별
의 이유 간의 분명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자의적 또는 정
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어떤 선진국이 환경보호
를 위해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개발도상국이 자국과 ‘다른
조건(unlike conditions)’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새우 사안(US-Shrimp)은 조치의 목적과 차별의 이유 간 논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특히 어떤 사실들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반면교사이다. 동 사안에서는 미국
이 자국 국내법인 Section 609322)에 근거하여 바다거북(sea turtles)을 해치
지 않는 방법을 통하거나, 또는 Section 609에 따라 인증된 국가의 관할수역
319) Hudec(1998), “GATT/WTO Constraints on National Regulation: Requiem for an “Aim and
Effects” Test,” p.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1).
320) “Analyzing whether discrimination is arbitrary or unjustifiable usually involves an analysis that
relates primarily to the cause or the rationale of the discrimination.” Appellate Body Report,
Brazil-Retreaded Tyres, para. 225.
321) Ibid, paras. 226-230.
322) U.S.C. §609 of Public Law 101-1625(Section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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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잡은 새우가 아니면 수입을 금지한 것이 문제되었다. 상소기구는 동 조치
의 목적이 제XX조(g)호가 언급하는 천연자원 보존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다
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동 조치가 인증된 국가와 인증되지 않은 국가간의 자의
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첫째, 미국이 해당 조치를 적용하기에 앞서 Section 609 인증을 받지 않았
다는 이유로 대미 수출이 금지된 국가들의 행정적 결격사유(administrative
problems)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다.323) 미국이 자국
에 새우를 수출하는 모든 회원국들과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양자 또는 다자협
정 체결 협상을 ‘진지하게(seriously)’ 진행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324)
여기에서 ‘진지한(serious)’ 협상은 반드시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325) 상소기구는 비록 미국이 해당 조치 시행에 앞서 일부 회원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는 했지만, 협상이 아예 부재했던 회원국들도 존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노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둘째, 새우 수출국들 간 존재하는 국가별 ‘상이한 상황(different situations)’
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 적용방식의 경직성(rigidity)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스
스로가 정한 국내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없이 모든 수출국들에게 자국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essentially the same)” 규제제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326)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다른 회원국의 상이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국이
어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규제제도와 본질적
323) 유사한 지적은 미국 가솔린 사안(US-Gasoline)에서도 확인된다. “We have above located two
omission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to explore adequately means, including in
particular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s of Venezuela and Brazil, of mitigating the
administrative problems relied on as justification by the United States for rejecting individual
baselines for foreign refiners.”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 28.
324)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s. 166-172.
325) Ibid, para. 171.
326)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measure, …중략… requires other WTO Members to adopt a
regulatory program that is not merely comparable, but rather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applied to the United States shrimp trawl vessels. …중략… Other specific policies and
measures that an exporting country may have adopted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sea turtl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practice, by the administrators making the
comparability determination.” Ibid, para.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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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일한 규제제도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금수조치(economic
embargo)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327) 이는 국가간
상이성을 유연하게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unilateral) 조치 시행 방식이 자의
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자면, 제XX조 전문이 기대하는 바는 일국이 유사한 상황
의 국가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대우하거나, 상이한 상황의 국가들에 대해
스스로의 규제제도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 없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328) 좀 더 구체적으로, 조치를 시행
하는 국가는 자신과 여건이 상이한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자국의 규제제도를 일
방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하며, 자신이 적용
하려는 규제제도 시행에 앞서 무역상대국들 간에 존재하는 동 규제제도에 대한
국가간 수용도 격차를 경감시키기 위한 합리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에 관한 해석의 방향
성을 제시한 판결은 미국 가솔린 사안(US-Gasoline)의 상고기구보고서와 EC
석면 사안(EC-Asbestos)의 패널보고서이다.329) 우선, 미국 가솔린 사안
(US-Gasoline)의 상고기구는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이 개념
적으로 “위장된 차별(disguised discrimination)”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장된

327) “…전략… it is not acceptable,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for one WTO Member to use an
economic embargo to require other Members to adopt essentially the same comprehensive
regulatory program, to achieve a certain policy goal, as that in force within that Member's
territory,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different conditions which may occur in the
territories of those other Members.” Ibid, para. 164.
328) “We believe that discrimination results not only when countries in which the same conditions
prevail are differently treated, but also when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 at issue does not
allow for any inquiry in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gulatory program for the conditions
prevailing in those exporting countries.” Ibid, para. 165.
329)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EC-Asbestos), WT/DS135/R, adopted 5 April 2001,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135/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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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의미에는 “숨겨진 혹은 공표되지 않은(concealed or unannounced)”
제한 또는 차별이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장된 제한”은 형
식적으로 제XX조에 속하도록 포장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되는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330)
유사한 맥락에서, EC 석면 사안(EC-Asbestos)의 패널도 제XX조에 속하는
조치가 본질적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대
한 위장된 제한”을 해석함에 있어 ‘제한(restriction)’이란 단어보다는 ‘위장된
(disguised)’이란 단어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 사안의 패
널은 어떤 조치가 형식적으로 제XX조 전문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에
부합하는 조치라 해도 실제로는 무역제한적인 목적을 감추기 위해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제XX조의 남용(abuse), 즉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331) 추가적으로 동 사안의 패널은 조치의 목적을 확인하
기는 쉽지 않지만, 조치의 무역제한적 적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치의 계획
(design), 구성(architecture) 및 외견상 구조(revealing structure) 등을 살
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332)
상기 논의에 비추어볼 때, 어떤 조치의 적용방식이 제XX조 맥락에서 국제무
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할 때 대체로 세 가지 기준이 중요

330) “It is clear to us that “disguised restriction” includes disguised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trade. It is equally clear that concealed or unannounced restriction or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trade does not exhaust the meaning of “disguised restriction.” We consider that
“disguised restriction”, whatever else it covers, may properly be read as embracing restrictions
amounting to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trade taken under the
guise of a measure formally within the terms of an exception listed in Article XX.”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 25.
331) “…전략… we consider that the key to understanding what is covered by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is not so much the word “restriction”, inasmuch as, in essence, any
measure falling within Article XX is a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but the word
“disguised.” …중략… Accordingly, a restriction which formally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XX(b) will constitute an abuse if such compliance is in fact only a disguise to conceal
the pursuit of trade-restrictive objectives.” Panel Report, EC-Asbestos, para. 8.236.
332) “the aim of a measure may not be easily ascertained. Nevertheless, we note that, …중략…
Appellate Body [of Japan-Alcoholic Beverages] suggested that the protective application of a
measure can most often be discerned from its design, architecture and revealing structur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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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해당 조치가 공표되었는지 아닌지 여부이다.
둘째는 해당 조치의 적용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셋째는 해당 조치가 그 내용 및 구성 측면에서 무역제한성을 갖고 있
는지 여부이다.

마.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
GATT 제XXI조(안보상의 예외)는 “본 협정의 어떤 조항도 다음으로 해석되
지 않는다”고 하면서 (a)항 내지 (c)항에서 해당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체약당
사국은 (a)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스스로 간주하는 정보를 다른
체약국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333) (b)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334)와 (c)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UN) 헌장상 의무에 따른 조치335)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서 (b)에 속
하는 조치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ing)에는 핵분열 관련 물질이나 해당
물질의 원료와 관련된 조치,336) 무기, 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물자의 거래에 관한 조치,337)
전시 및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 비상시 취해지는 조치338) 등만이 포함된다.
GATT 제XXI조에 따른 예외 조치 중 (b)와 (c)는 전시, 국가간 군사적 긴장
이 고조된 시기, 대량살상무기, 군수품(defense articles) 및 이중용도품목
(dual use goods) 등 전략물자 거래 제한이 긴급한 경우에 한해 동원될 수 있
는 조치로서, 그러한 상황이 부재한 평상시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해 (a)는 공개 시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스

333)
334)
335)
336)
337)
338)

GATT
GATT
GATT
GATT
GATT
GATT

제XXI조(a).
제XXI조(b).
제XXI조(c).
제XXI조(b)의 (i).
제XXI조(b)의 (ii).
제XXI조(b)의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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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간주하는 일체의 정보를 아예 다른 회원국들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를 포
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권리 주장이 (b)나 (c)에서처럼 특별히 긴
급한 상황 발생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GATT 제XXI조에 따른 예외 조치는 포괄적·일방적·주관적 성격이 강
하다. 우선 GATT 제XXI조에는 GATT 제XX조(일반적 예외)에서처럼 “그러
한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하는 국가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
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
용되지 아니한다”는 전문요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a)항 및 (b)항과 관련된다. (a)항의 경우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체약당사국 자신이며, (b)항의 경우에도 자신의 필
수적 안보이익 보호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체약당사국 자신이
다.339) 이는 GATT 제XXI조(a)가 ‘자기판단적(self-judging)’ 규정이며, 원칙
적으로 사법심사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WTO 분쟁판결기구
가 체약당사국의 그러한 자기판단에 대해 시시비비를 심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자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340) 제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부
과된 조치(관세)가 WTO 분쟁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341)
GATT 제XXI조는 과거 GATT(1947) 체제하에서 11건, 그리고 WTO 체제 출
범 후 2건의 분쟁선례에서 거론된 적이 있으나, 당시 패널 및 상소기구가 제
XXI조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없었다. 일부 학자들이 GATT
339)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 to require any contracting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b)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후략….” GATT Article XXI.
340) 19 U.S.C. §1862 -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341) “Without prejudice to the US view that the tariffs imposed pursuant to Section 232 are issues
of national security [not susceptible to review or capable of resolution by WTO dispute
settlement], …후략….” Panel Report,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um
Product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WT/DS544/2, 17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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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XXI조상의 자기판단 부분에 대해 여타의 WTO 협정과 동일한 심리기준(예
컨대, 필요성심사)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GATT 제XXI조 원용 분쟁사안에 대한 심리 권한을 보유하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패널 및 상소기구가 GATT 제XXI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예
단하기는 어렵다.342)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 제XXI조의 (a)항 및 (b)항에서 무엇이 ‘안보이익
(security interests)’인지, 안보이익이라면 필수적(essential)인지 등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사안별 접근에 기초하여 심리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343) 일국의 모든 이익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모
든 안보이익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제XXI조는 모종의
예외적 조치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규정
의 취지(필수적 국가안보 수호)와 양립하는 ‘합당한 이익(qualified interest)’
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보의 미공개 또는 모종의 조치가 ‘필수적 안보
이익’와 직결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GATT 제XXI조를 원용하는 국가에 있
다고 보아야 한다.

바. 정보기술협정
1996년 12월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포르)에서는 당시 정보기술제품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세계무역의 약 83%를 차지하는 29개
국가, 14개 회원국들344)이 정보기술제품의 국제무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
원에서 ‘정보기술무역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를 정보

342) 이천기(2018), p. 9.
343) Cottier and Delimatsis(2008), pp. 329-348.
344) 호주, 일본, 캐나다, 한국, 대만, 노르웨이, EU, 싱가폴, 홍콩,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관세동맹(customs
union), 아이슬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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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345)이라고 지칭한다.
ITA는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원칙에 기초해 2000년 1
월 1일부터346) GATT 기존 양허관세율을 수정하여 일련의 정보기술제품에 대
해서는 협정 참여국들이 무관세347) 의무를 부담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ITA는 참여 회원국들에 한해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 의무를 부담하도
록 하면서도 그러한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은 참여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협정
에 불참하는 여타 WTO 회원국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했다.348) 특히 ITA는
조건부 협정발효(zero-for-zero) 방식을 통해 그러한 무임승차(free-riding)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ITA는 전 세계 정보기술
제품 무역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의 가입을 조건으로 협정이 발효
되도록 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참고로 2018년 현재 전 세계
정보기술제품 무역의 약 97%를 차지하는 총 82개 회원국이 협정에 가입한 상
태이다.349) 이는 ITA가 WTO 창설 이후 가장 의미 있는 무역자유화로 평가되
는 이유이기도 하다.350)
ITA의 적용대상 품목은 동 협정의 부속서(annex) A와 B를 통해 정해진다.
부속서 B는 ITA의 적용대상 품목별로 그 정의를 기재하고 있다. 해당 정보기술
제품에는 반도체(semiconductor), 반도체 제조 및 시험 장비(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testing equipment), 컴퓨터,351)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s),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computer network equipment),
소프트웨어(software), 통신제품(telecom products),352) 과학기구(scientific
345) 이하, 간략히 ‘ITA’라고 약칭한다.
346) 개도국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일부 제품들에 대해 2005년까지 무관세 유예기간이 허용된 바 있다.
347) 관세에는 일반적인 관세는 물론 ‘여타 모든 수입관세 및 부과금(ODCs: all other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도 포함된다. 이한영(2007), p. 110.
348) 따라서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WTO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와는 상이하다.
349)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350) Hosuk Lee-Makiyama(2011), p. 3.
351) 예컨대, 본체, 키보드, 프린터, 모니터, 스캐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352) 예컨대, 전화기, 페이저(pagers), 화상전화기, 팩스, 교환기기, 모뎀, 무선(방송) 및 TV신호의 전송 및 수신기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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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등이 포함된다. 부속서 A는 보다 명확한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
획정을 위해 ITA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품목번호를 HS 체계(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353)에 따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제품의 무역자유화 관점에서 ITA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동 협정이 정보기술제품을 둘러싼 비관세장벽 철폐·완
화에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1980년대 후반 작성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 체계에 기초한 품목양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ITA가 급격한 기술발전·융합에 따라 시장에 등장하는 신종 정보기술제
품의 무역자유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3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ITA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무역
친화적 해석에 좀 더 많은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EU의 관세부과 조치를 둘러싼 일련의 WTO 분쟁355)에서 패널이 ‘기술중
립적(technologically neutral)’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동 분쟁에서 패널은 우선 WTO 협정과 같은 다자간 조약의 일방 당사국 또
는 소수 당사국에 의한 행위 또는 공표 사실이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356)가 언급하는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
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패널은 평판디스플레이(FPDs: flat
panel display devices), 통신 가능 셋톱박스(STBCs: set-top boxes which
have a communication function), 다기능 디지털기기(MFMs7: multifunctional
35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World Customs Organization,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 of
Goods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354) 물론 2015년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50여 개 WTO 회원국들이 201개의 신규 정보기술제품들에 대해
ITA 적용을 확장하기로 선언한 점은 의미 있는 정치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355)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member States
Tariff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EC-IT Products), WT/DS375/R, WT/DS376/R, WT/DS377/R,
adopted 21 September 2010.
356)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중략…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후략….” Art. 31.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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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achines) 등 신종 정보기술제품들에 대한 EC의 관세부과 조치가 그
러한 추후의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화로운, 공동의, 식별 가능한
패턴(concordant, common and discernable pattern)”을 구성할 만한 증
거를 결여했다고 보았다.357) 이는 회원국 공동의 의사(common intentions)
로 확인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양허내용 해석이 협정
의 안정성(security) 및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훼손한다는 과거 분쟁
판결과도 맥락을 같이한다.358) 이에 따라 패널은 EC의 ITA 양허 표현
(wording)상의 통상적 의미와 충돌하지 않는 이상, EC의 당초 양허 당시 존재
하지 않았던 기능을 추가한 정보기술제품에도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판결했
다.359)

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S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기술이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무역 전반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WTO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360) 디지털무역에 관한 대
부분 논의는 서비스무역을 둘러싼 현안에 집중되어 있다. 대다수 디지털무역이
국가간 무형재(intangible products) 거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특별히 이상할 이유는 없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의

357) Panel Report, EC-IT Products, para. 7.934.
358)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Customs Classification of Certain Computer
Equipment(EC-Computer Equipment), WT/DS62/AB/R, WT/DS67/AB/R, WT/DS68/AB/R, 5
June 1998, paras 82~84.
359) 예컨대 셋톱박스에 관해서는 Panel Report, EC-IT Products, paras. 7.927, 7.930, 7.943, 7.957,
7.993를 참고할 것.
360) WTO(19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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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화(servicification)’ 가속화를 감안할 때, 서비스무역 중심의 논의 추
세는 더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361) 이러한 관점에서 GATS는 넓게는 디지털무
역 및 제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좁게는 데이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뒷
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WTO 협정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협정문 구조 및 내용 측면에서 GATT와 GATS는 유사성이 많다. GATT 협
정문에 등장하는 ‘상품(goods or products)’을 ‘서비스(services)’로, 상품공
급자를 서비스 공급자로 대체해봄으로써 이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비
차별대우(nondiscrimination treatment)를 핵심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GATT와 GATS는 동질적이다. 예외규정(Exception Clause)362)을 통해 회원
국에게 일정 정도의 규제정책공간(regulatory policy space)을 용인하는 것
도 GATT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GATT와 GATS 간에는 근본적 상
이성이 존재한다. 우선, 소비자와 공급자 간 거래 대상물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의 문제인 ‘공급방식(mode of supply)’이 대표적이다. 상품무역의 공급방식
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간 대면거래 또는 물리적 근접성(physical
proximity)을 전제하지 않는다. 반면 서비스의 공급방식은 전통적으로 소비
자와 공급자 간 대면거래를 전제해왔다.363) 오랜 동안 서비스를 비교역재로 취
급해온 학술적 관점도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상품무역이 소비자와 공급자
의 국가간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급방식에 의한다면, 서비스무역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대면을 위해 그중 어느 일방은 무역상대국으로의 이동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공급자)가 이를 제공받으려는 자
(소비자)의 방향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결국 전통적인 서비스무역은 외국 서비스 사업자가 무역상대국의 국내시장

361) McKinsey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절반이 이미 디지털화되었다고 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p. 7.
362) GATS 제XIV조, 제XIV조의 1.
363) 물론 인터넷 확산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약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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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입·주재(local presence)하면서 그 나라의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 과정
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무역이 무역상대국의 시장구조 및
반독점규제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외국 서비스 사업자 스스로도 무역상대국 시장의 국내 군소사업자와 유사
하게 독과점 등 ‘기울어진 운동장(unlevel playing field)’으로 인해 시장경쟁
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GATS 조항이 제VI조(국내규제)이며, 그 목적은 국내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가 국내시장 보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GATT에서와 마찬가지로 GATS도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NT) 등 비차별대우를 근간 원칙으로 하지만, GATS하에서도 경험적으로 최혜
국대우 의무보다 내국민대우 의무 준수가 시장자유화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합법적인 협정 일탈의 기회 측면에서 최혜국대우 의무와
내국민대우 의무 간의 비교적 분명한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GATS가
최혜국대우 의무를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내국민대우의 경우 이를 부여할지 말지, 어떻게 부여할지 등을 회원국 양허
(specific commitment)에 맡겨두기 때문이다.

표 3-1. 서비스무역 제한조치의 유형 구분

구분

조치의 성격
정량적 기준에 의한 조치

정성적 조치

조치의

내·외국인 차별

시장접근 제한조치

차별성

내·외국인 비차별

시장접근 제한조치

자료: 이한영(2007), p. 58을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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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달리 GATS에는 내국민대우 의무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추가적으
로 정책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 즉 정책공간이 내재되어 있다. GATS하
의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는 국내 서비스(사업자)와 외국 서비스(사업자) 간 차별
에 기초한 정성적 조치(qualitative measures)로서, 양자간 비차별을 전제하
는 정성적 조치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와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
우가 많다.364) 이는 국내시장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운용되어야 할 국내규제가
때로 회원국의 국내시장 방어를 위해 가장된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을 의미한
다. 게다가 GATS 제VI조(국내규제)는 여전히 과도기적 조문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365) 국내규제의 협정 합치성 판단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이 여타
규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성적 조치의 차별·
비차별 여부를 둘러싼 회원국간 분쟁이 빈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의 초보적 논의에 비추어보더라도, GATS하에서 어떤 규제정책의 통상
규범 합치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GATT에 비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노력을 요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과 규제주권이라는 양대 가치의 비교형량이
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GATT와 GATS가 다르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에 대한 추가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목
적에 비추어 추가적 이해를 요하는 GATS하의 분류 문제를 우선 살펴보고, 이
를 전제로 비차별대우, 국내규제 및 일반적 예외 등 주요 실체규범의 의미를 분
석하고자 한다.

나. 분류 문제
만일 특정 WTO 회원국의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이 분쟁사안으로 부상한다

364) 참고로, GATT와 달리 GATS하에서는 차별적 성격의 정성적 조치(qualitative measures)인 내국민대우 제
한조치는 물론이고 정량적 조치(quantitative measures)인 시장접근 제한조치(market access limitations)
도 양허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GATS 제XX조.
365) GATS 제VI:4조.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123

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그러한 조치가 당해 회원국의 GATS상 의무
와 합치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선결과
제(threshold problems)’가 GATS 맥락에서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된 서비
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이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
된 서비스 분야(service sector)가 무엇인가 등이다.

1) 서비스의 공급방식(Mode of Supply)
GATS에는 ‘서비스’ 및 ‘서비스무역’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부재한다.
그 대신 서비스무역이 이루어지는 ‘공급방식(mode of supply)’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서비스 공급방식을 구
분하는 두 가지 기준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소속 국적이 어디인가, 그
리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비스 공급방식은 상업적 주재(mode 3)이다.366)
GATS는 이를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
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
급”이라고 정의한다.367) 여기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 형식은 단독법인, 합
작투자(joint ventures), 파트너십,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 지
점(branches) 등을 포괄한다. 즉 소비자의 주재국 내에 새로운 회사의 설립 또
는 이미 영업 중인 회사의 인수 등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가 상업적 주재이다.
366) 이는 현재도 다르지 않지만,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예전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367) GATS 제I:2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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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GATS의 서비스 공급방식
서비스 공급방식

서비스 소비지

공급자 소재지

국경간 공급 (mode 1)

소비자 주재국

소비자 주재국

해외소비 (mode 2)

공급자 주재국

영토 외

상업적 주재 (mode 3)

소비자 주재국

소비자 주재국

자연인 주재 (mode 4)

소비자 주재국

영토 내

공급자의 법적 성격

회사(법인)

개인(자연인)

자료: 이한영(2007), p. 42를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자연인 주재(mode 4)는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f a Member, in the
territory i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급”이다.368) 이 공급방식은 서비
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주재국에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상업적 주재와 동일하다.
다만 서비스 공급자의 법적 형태가 상업적 주재(법인)와 달리 자연인이라는 점
이 상이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연인은 법인 형태의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직원이거나 자연인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일 수도 있다. 예컨대 외국 로펌이 다
른 나라의 고객들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를 보
내 자문하는 경우는 전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한, 심정적으
로 상업적 주재(mode 3)나 자연인 주재(mode 4)보다는 국경간 공급(mode
1) 또는 해외소비(mode 2)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을 부인할 수 없다.
GATS는 국경간 공급(mode 1)을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급,”369) 해외소비(mode 2)를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in the territory of one
368) GATS 제I:2조(d).
369) GATS 제I:2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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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to the service consumer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급”
이라고 각각 정의한다.370)
참고로 멕시코 통신 사안(Mexico-Telecoms)의 패널보고서는 GATS 제
I:2조(a)의 국경간 공급 정의와 관련하여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 위치가 중
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371) 이는 패널이 조문의 제정 취지에 비
해 과도하게 해당 조문의 문맥을 강조함으로써 얻은 결론에 가깝다. 한마디로
말해, 조문 해석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다. 우선, GATS의 양허표 작성지침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하에서 공급자
와 소비자가 동일한 국가(영토) 내에 공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72)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의 패널도 국경간 공급과 원격공급(remote supply)
이 구분 기준을 달리하는 개념으로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주재지와 무관한 후자
(원격공급)가 전자(국경간 공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자와 소비자
의 주재국이 상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73)
그런데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중 분명하
게 어느 하나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 아마존의 웹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한다고 하자. 물론 그 과정
은 소비자 스스로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

370) GATS 제I:2조(b). 서비스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는 여행서비스, 교육서비
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71) “The words of this provision do not address the service supplier or specify where the service
supplier must operate, or be present in some way, much less imply any degree of presence
of the supplier in the territory into which the service is supplied. The silence of subparagraph
(a) with respect to the supplier suggests that the place where the supplier itself operates, or
is present, is not directly relevant to the definition of cross-border supply.” Panel Report,
Mexico Measures Affect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Mexico-Telecoms), WT/DS204/R,
adopted 1 June 2004, para. 7.30.
372) “the service supplier is not presen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where the service is
delivered.” WTO(2001), para. 28.
373) “…전략… the remote supplier offers the service directly to the consumer through some means
of distance communication. Hence, cross-border supply is necessarily remote, but remote
supply amounts to “cross-border” supply only when the service supplier and the consumer
are located in territories of different Members. The Panel understands “non-remote” supply to
refer to situations where the consumer presents himself or herself at a supplier's point of
presence.”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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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에 대해 동의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의 국가간 이동이 없으므로 일견 국경간 공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GATS 제정 당시에 고려한 서비스 공급방식 구
분 기준은 다분히 오프라인(off-line) 세상을 상정한 상태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소비자나 공급자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전자적 전달(electronic delivery)’
을 통해 서비스 거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러한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374) 특히 미국은 소비자의 해외 웹사이트 방문이
사이버공간상에서 소비자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공급방식 중 해
외소비(mode 2)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375) 즉 이제는 서
비스 공급방식을 구분하는 기준 적용에 있어 물리적 이동에 국한하기보다 사이
버 이동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에서 이러한 논란은 잠정적으로 일단락되었
다. 동 사안의 상소기구는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이 GATS 서비스 공급방식 가
운데 국경간 공급(mode 1)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376) 다만 동 사안의 패널
은 피소국인 미국이 도박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 및 해외소비 방식
(mode 2) 모두에 대해 “제한 없음(none)”을 기재함으로써 온라인 도박서비스
의 공급방식을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결론 도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언급함으로써 국경간 공급 방식과 해외소비 방식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377) 따라서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 및
그에 수반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적용되는 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일
정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74)
375)
376)
377)

WTO(1998e), paras. 7-8.
이한영(2005), p. 57.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215.
“In any event whether the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at issue in this proceeding are
supplied in mode 1 or mode 2 does not have a material impact on this disput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made the same commitments for both modes of supply.”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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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이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볼 때 지리적 범주에
대한 제한을 전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그 의미가 반드시 국외로의 데이터
이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의 이전은 어느 특
정한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에 의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복수의 서
비스 공급방식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이 복수
의 서비스 공급방식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데
이터 이전 문제도 복수의 서비스 공급방식에 걸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중
국 전자지불서비스 사안(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의 패널은
데이터 이전을 수반하는 전자지불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 사업자에게 부과된
일련의 중국 정부 조치가 중국의 국경간 공급(mode 1) 및 상업적 주재(mode
3) 양허에 공히 위반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378)

2) 서비스 분야(Service Sector)
UR 당시 대부분의 협상참여국들은 GATS 양허표 작성을 위해 서비스 분류
지침(W/120)379)과 함께 UN 잠정 CPC(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체계를 활용하였다. 이는 양허표에 기재된 특정 서비스의 양
허범위에 관한 논란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함이다. 문제는 인터넷 보편화 이전
인 1991년 마련된 UN 잠정 CPC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보편화에 따
라 등장한 신종 인터넷기반서비스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인터넷 보편화 이후 개정되어온 새로운 UN CPC 사용 가
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WTO 회원국들의 GATS 양허표는 여전히
1991년 UN 잠정 CPC에 연동되어 있다. 이는 DDA 협상의 지지부진, UN 잠

378) Panel Report, China-Certain Measures Affecting Electronic Payment Services(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WT/DS413/R and Add.1, adopted 31 August 2012, paras. 8.1(f)(i)~(iii).
379) W/120은 WTO 해당 문서의 번호인 MTN.GNS/W/120의 약칭이다.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Note by Secretariat, MTN.GNS/W/120, 10 Jul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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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CPC와 신규 CPC 간 매칭(matching)과 관련된 기술적 어려움, 새로운 UN
CPC로의 전환에 따른 양허서비스 범위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WTO 회원국들
의 우려 등 세 가지 이유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국가적 정책과제이자 통상현
안으로 부각된 현 시점에서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380)의 포괄범위 문제는 양허의 투명성 및 안정성 관점에서 무
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데이터 이전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검색엔진
(search engines), 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Over-the-Top)
등 다양한 인터넷기반서비스들이 여타의 GAT 서비스 분야보다 CRS 분야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W/120에 따른 CRS는 a. 자문서비스(Consultancy Services), b. 소프트
웨어 실행서비스(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c. 데이터처리서비
스(Data Processing Services), d. DB 서비스(Database Services), e. 기타
서비스(Other) 등 5개 세부서비스로 구성된다. 자문서비스(CPC381) 841)는
컴퓨터(하드웨어)의 설치, 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
(consultancy and support)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382)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CPC 842)는 컴퓨터의 구동 및 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지
원(consultancy and support)은 물론이고, 고객 요청에 따른 각각의 비즈니
스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포함한다.383) 따라서 다양한 주문형
380) CRS는 W/120에 기재된 12개의 대분류 서비스 분야 가운데 하나인 비즈니스서비스(Business Services,
분류번호 1)의 하위 서비스 항목(1B)으로 기재되어 있다.
381) UN의 분류기준인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약어이다.
382) (841) consulting, strategy, analysis, planning, specification, design, development, installation,
implementation, integration, testing, debugging, updating, support, technical assistance, or
management of or for computers or computer systems. WTO(2002a), p. 2.
383) (842) computer programs defined as the sets of instructions required to make computers
work and communicate (in and of themselves), plus consulting, strategy, analysis, planning,
specification, design, development, installation, implementation, integration, testing, debugging,
updating, adaptation, maintenance, support, technical assistance, management or use of or for
computer programs. Ibid, p. 2.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129

(customized)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구현서비스(CPC 842)에 소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를 ‘IT서비스(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로 지칭하기도 하나, SI(System Integration)는 소프
트웨어 실행서비스의 일부임에 유념해야 한다.384)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 및 DB 서비스(CPC 844)에는 데이터의 처리,
저장, 호스팅(hosting) 또는 DB 이용385) 등 복수의 서비스가 포함된다.386) 데
이터처리서비스 가운데 Time-sharing 서비스는 데이터의 처리 및 도표화 대
행서비스(tabulation services)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서비스이지만, 이
러한 목적의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구매한다는 점에서만 상이하다.387)
하지만 GATS 협정문이나 회원국의 구체적 양허에 기초해 인터넷 보편화 이
전인 UR 타결 이후 시장에 등장한 다양한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가 CRS의 기
존 양허에 포함되는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CRS 분야의 하위 서비스는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와 DB 서비스(CPC
844)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 서비스 분야가 검색엔진(search engines), 클
라우드컴퓨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UR 양허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터넷기반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물론 무역친화적 해석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회원국 CRS 분야 양허범위와 직결되는 민감사안으로서 다자
간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 쉽지 않으며, 당분간 분쟁사안을 통해 그때그때 사안
별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유념해야 사실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384) 예를 들어, Softwar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Services, Application Development &
Maintenance, E-procurement and B2B Marketplaces, Enterprise Security, System Integration,
SCM,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Web Services(Internet Content Preparation, etc.),
Web-hosting and Application Service Provider(ASP) 등은 대표적인 IT 서비스에 해당된다.
OECD(2004), p. 90.
385) 기 구축된 DB 자료를 통신망을 통해 활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 그러한 과정에서 개재되는 전송
(transmission) 행위는 데이터통신서비스로서 통신서비스 소속이다.
386) WTO(2002a), p. 3.
387) “This seems to be the same type of services as 84320(Data-processing and tabulation
services). Computer time only is bought; if it is bought from the customer’s premis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re also bought. …중략… Thus,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84320 and 84330(time-sharing services).”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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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는 서비스 분야 범위는 단순히 CRS에 국한된 문제이기보다 여타 서
비스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CRS
의 소관사항인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을 넘어 모든 서비스 공급을 위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 3-3. W/120상의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W/120

CPC 번호

a. 자문서비스
(Consultancy

841

services)
b.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
(Software

842

implementation
services)

c. 데이터처리서비스
(Data processing
services)
d. DB 서비스
(Database services)

843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8421

System and software consulting services

8422

System analysis services

8423

System design services

8424

Programming services

8425

System maintenance services

8431

Input preparation services

8432

Data-processing and tabulation services

8433

Time-sharing services

8439

Other data processing services

844
845

Database services
-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 Other computer services

e. 기타 서비스
(Other)

CPC 번호별 서비스 명칭

- Data preparation services (not involving data
849

processing services)
- Other computer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like training services for staff of clients)

자료: 이한영(2007) p. 144를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참고로 EU는 CRS의 범주를 데이터의 처리·저장에 국한하고 그 이외의 활동
은 여타의 각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핵심서비스(content or core servi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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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바 있다.388) 쉽게 말해, 통신이 데이터의 전송을 전담하듯이 CRS는 데
이터의 처리 및 저장을 담당하는 서비스 분야일 뿐이지 그 이상의 활동인 데이
터의 수집·이동·활용은 그 이외의 서비스 분야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 시청각, 유통 등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 수반되는 정보
자체와 그 수집·가공·활용 등은 통신이나 CRS가 아니라 금융, 시청각, 유통 등
서비스 분야에서 다루어질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GATS 법제하에서 데이터 이동이나 활용을 규율하는 명시적 규범
이 존재할까? 그에 대한 일차적인 답은 적어도 GATS 조문상으로는 부재하다
는 것이다. 데이터 이동을 언급하는 GATS 통신부속서 5항(c)389) 조차도 그 일
차적 목적은 국가 내 또는 국가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데이터 전송
수단인 통신망과 통신서비스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지, 이를 데
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자체를 보장해야 할 의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구체적 양허에 의하지 않는 이상 GATS 통신부속서 5항(c)만으로 데이터의 자
유로운 이동이나 활용을 회원국에게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
지만 최근 일련의 분쟁사안에 따른 판례로 시야를 넓혀보면, 데이터 이동 및 활
용과 관련된 유익한 법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양허된 서비스 범주를 매우 포괄적·무역친화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허된 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서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개별 서비스 항목들도 양허된 서비스에 포
함된다는 것이 최근 분쟁사안을 통해 드러난 특징 중 하나이다.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의
패널은 GATS 제XXVIII조(e)에 따라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 ‘분야(sector)’
388) Ibid, p. 9.
389)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may use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for the movement of information within
and across borders, including for intra-corporate communications of such service suppliers,
and for access to information contained in data bases or otherwise stored in machinereadable form in the territory of any Member.” GATS Annex on Telecommunications, para.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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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하위분야(subsectors) 모두를 포함한 해당 서비스 분야 전체로 정의되므
로390) 양허표에 기재된 어떤 서비스 분야는 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된 모든
서비스 활동(예컨대, 하위분야)은 물론이고,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그러한 서
비스 분야가 정의되기 위해 필요한 ‘여하한 서비스 활동(any service activity)’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391) 중국 전자지불서비스 사안(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의 패널은 그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중국이 양허표에 기재한 “모든 지불 및 화폐전송서비스(all payment
and money transmission services)”는 지불카드392)를 사용하는 거래의 진
행(processing) 및 완결(completion)에 필수적인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393)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 전자지불서비스 사안의 패널은 중국 출판
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의 패널 논리에 공감하면서, 지불 및 화폐전송서비스는
그 하위항목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그러한 서비스 공급과 결부되어야
하는 서비스들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394) 이는 어떤 서비스 공급
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이동이나 활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고 양허표에 표
기해 두지 않은 이상, 그러한 서비스의 양허가 데이터 이동이나 활용에 대한 양
허의사를 동시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진배없다. 이러한 점에서 미
국 도박 사안(US-Gambling)은 양허표 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이다.

390) “sector of a services means, …중략… (ii) …중략… the whole of that services sector, including
all of its subsectors.” GATS 제XXVIII조(e).
391) “A service sector or subsector in a GATS schedule thus includes not only every service
activity specifically named within it, but also any service activity tha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that sector or subsector referred to in the schedule.” Panel Report,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WT/DS363/R,
adopted 19 January 2010,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63/AB/R, para.
7.1014.
392)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393)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201.
394) “…전략… these activities, even though they are not explicitly listed in subsector (d), are
necessarily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that subsector because they must
operate together for the payment and money transmission service to be supplied. The fact
that they are not specifically listed under the subsector at issue does not matter, as stated
by the panel in China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Ibid, para. 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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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안에서 미국은 인터넷 도박이 스포츠서비스에 포함되며, 자국 양허표에
기재한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단, 스포츠서비스 제외)”395)의 양허범위에
인터넷 도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는 장
고를 거듭한 끝에 미국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396)
둘째,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이 원칙으로 자리매김함으
로써 신종 서비스 양허 여부를 둘러싼 GATS 차원의 논란이 상당 정도 해소되
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방식에 대한 별도 제한조건
을 명시하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양허한 경우, 인터넷 기술을 포함하여 여하한
기술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모두 양허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하에서 기술중립성은 그에 관한 논란
에도 불구하고 미결상태로 존재해왔다. 당시 논의의 주된 관심사는 동일한 서
비스를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와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양자가
동종 서비스(like services)인지 여부였다.397)
이와 관련하여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의 패널은 시장접근(market
access) 양허에 대해서만큼은 국경간 공급(mode 1) 내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
는 이상 모든 전송수단(means of delivery)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소위
‘공급모드 내 기술중립성(intra-modal 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3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의 패널은 내국민대우 양허 합
치성 판정에 긴요한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 간 동종성(likeness)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유보했다.399) 그런데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
395) 미국 양허표상의 분류번호 10.D인 “OTHER RECREATIONAL SERVICES(except sporting)”이다.
396) 다만, 상소기구는 판단근거가 패널과 상이함을 밝히고 있다. “…전략… we reject the United States’
argument that, by excluding “sporting” services from the scope of its commitment in
subsector 10.D, the United States excluded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from the scope of
that commitment. Accordingly, we uphold, albeit for different reasons, the Panel’s finding, in
paragraph 7.2(a) of the Panel Report, that: …중략… the United States' Schedule under the
GATS includes specific commitments o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under subsector,
10.D.”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213.
397) WTO(1999).
398) Wunsch-Vincent(2006), p. 332.
399) Panel Report, US-Gambling, paras. 6.25-6.28 and 6.425-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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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의 상소기구는 중국이
양허한 ‘음향녹음물유통서비스(sound recording distribution services)’가
오프라인 배분은 물론 온라인 유통에 의하는 경우를 공히 포함하며,400) 그와
관련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등 일련의 조치가 동종 서비스인 외국 사
업자의 온라인서비스를 차별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이 상업적 주재(mode 3)
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401) 동 상소기구가 정해
진 서비스 공급모드 내에서는 오프라인 기술에 의하든 온라인 기술에 의하든
서비스의 동종성이 유지된다는 ‘공급모드 내 동종성(intra-modal likeness)’
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데이터 이동 및 활용 문제를 다룬 분쟁사안은 부재하기 때문에
GATS 서비스 분류 차원에서 데이터 이동 및 활용의 향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쟁사안의 판결기구 입장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이동 및 활용과
관련된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도 무역친화적, 기술중립적 해석이 유지될 가능성
은 높아 보인다. 우선 데이터의 이동 및 활용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비록 그에
관한 GATS 차원의 명시적 분류 실마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처리서비
스(CPC 843), DB 서비스(CPC 844) 또는 그 이외 서비스 분야인 부가통신서
비스 또는 시청각서비스 관할대상을 빗겨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데이터 이동 및 활용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 또는 DB 서비스(CPC 844)의 소속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미 일련의 분쟁
사안에서 기술중립성 원칙이 수용된 이상 데이터 이동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과거에는 가용하지 않았던 인터넷 기술이 사용됨을 이유로 그러한 서
비스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만일 그러한 경제활동이 부가통신서
비스 또는 시청각서비스 관할대상이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이동 및 활용에 관
400) “We therefore find ~ that the entry “Sound recording distribution services” under the heading
“Audiovisual Services” (sector 2.D) in China’s GATS Schedule extends to the distribution of
sound recordings in non-physical form, notably through electronic means.” Appellate Body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para. 412.
401) Ibid, para.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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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허한 바가 없다는 주장의 설자리도 궁색해 보인다. 그러한 서비스 거래의
진행 및 완결을 위해 데이터 이동 및 활용에 관련된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라면,
이를 서비스 거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이동 및 활용에 대한 여하한 제한조치 도입은 무조건
부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인 최혜국대우(MFN), 조건부 일반적 의
무 조항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는 물론, 구체적 양허(specific
commitments)를 조건으로 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와도 양립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 DB 서비스(CPC 844), 부가통신서비스 또는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표
상에 데이터의 이동이나 활용과 관련된 제한조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협정 위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다. 최혜국대우
GATT하에서 최혜국대우(MFN)가 관세양허 대상 품목인지 여부와 무관하
게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이듯, GATS에서도 최혜국대우는 구체적 양허
(specific commitments)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의
무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WTO 회원국은 GATS 적용 대상인 모든 조치에 대
해402) 어떤 다른 국가(any other country)403)의 동종 서비스(like services)
및 동종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 suppliers)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
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any other Member)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402) 최혜국대우 의무는 GATS 적용범위 내에서 발동되는 의무이므로 GATS 적용대상이 아닌 조치에 대해서까지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TS 제I:3조(b)에 따라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GATS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국 국민에 대해 비자 발급을 면제해주었다고 해서
다른 WTO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면제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403) 동 의무는 ‘특정국(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 및 동종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
우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타 WTO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공
급자)에 부여한 혜택은 물론이고, 여타 WTO 비회원국의 동종 서비스(공급자)에 부여한 혜택도 여타 WTO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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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즉시·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404)
GATS 제II:1조에 따른 최혜국대우 의무는 그 적용대상 조치를 달리한다는
점 이외에는 대체로 GATT와 유사한 기조를 담고 있다. GATS 제II:1조에 따른
최혜국대우 의무는 적용대상 조치 관점에서 GATT 제I:1조에 비해 훨씬 포괄
적이다. GATT가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한 관세, 부과금 및 그 부과방법과 수
출입에 관련된 모든 규정(rules) 및 절차(formalities), 그리고 GATT 제III:2
조 및 제III:4조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GATS
의 경우에는 “협정(GATS)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가 그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GATS 최혜국대우 의무는 무임승차(free riding)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채
택한 자유무역의 근간 원칙이지만, UR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과거 역사
적·경제적·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들에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 즉 GATT 체제
와 달리 서비스무역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통일적인 국제협정이 부재한 상태에
서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각한 당사국간 협정하에서 국지적인 서비스무
역 질서가 유지되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GATS 조문 협상 당시 최혜국대
우 의무와 기존 상호주의 관행 간의 조화가 문제되었다. 이에 따라 GATS는 그
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다른 WTO 협정들에 비해 유연하게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를 허용한 바 있다.405)
추가적으로, 회원국은 GATS의 ‘제II조 면제에 관한 부속서(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최혜국대우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406) 동 부속서는
404) “With respect to any measure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Member shall accor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country.” GATS 제II:1조.
405)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o construed as to prevent any Member from
conferring or according advantages to adjacent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exchanges
limited to contiguous frontier zones of services that are both locally produced and consumed.”
GATS 제II:3조.
406) GATS 제II: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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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종료 시까지 제출된 최혜국대우 면제의 시효를 1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
다.407)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in principle)’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동 규정의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408) 이와 관련하여 각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은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 신청의 기회가 UR 당시에 한해 허용되었으
며,409) 그 이후에는 WTO 창설협정 제IX:3조에 의한 웨이버(waiver) 절차에
의해 회원국 3/4의 찬성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이다.410)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WTO 협정 발효 이후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를 신청하
기 위해 ‘제II조 면제에 관한 부속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UR 당시 데이터 국외이전 등 데이터의
이동이나 활용에 관해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를 신청한 회원국이 부재한 현 상
황에서,411) 만일 어떤 회원국이 특정 국가의 동종 서비스(like services) 및 동
종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 suppliers)와 비교해 다른 WTO 회원국의 서
비스 또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국외이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그 자
체로 GATS 제II:1조에 위반에 노출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타의 WTO 회원
국에 비해 특정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12)
캐나다 자동차 사안(Canada-Autos)의 상소기구는 GATS 제II:1조 위반 여
부 판정을 위한 심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사안의 상소기구는 GATS 제

407) “In principle, such exemptions should not exceed a period of 10 years.” GATS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para. 6.
408) 실제로 UR 당시 최혜국대우 면제목록을 제출한 회원국들 대부분이 최혜국대우 면제기간을 ‘무한(indefinite)’
으로 기재하고 있다.
409) “This Annex specifies the condition under which a Member, at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s exempted from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II.” GATS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para. 1.
410) “Any new exemptions applied f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shall be dealt with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IX of that Agreement.” GATS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para. 2.
411)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경우에도 EU의 WTO 가입 이후 채택·발효된 조치이므로 그에 관한 최혜
국대우 의무 면제 신청 자격은 없다.
412) 물론 GATS의 제XIV조(일반적 예외), 제XIV조 bis(안보상의 예외) 등에 기초해 그러한 위반을 정당화할 여지
가 없지 않은바, 이에 관해서는 본 연구 pp. 155~161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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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조가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부여
한 대우와 다른 국가의 동종 서비스(like services) 및 동종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 suppliers)에 대해 부여한 대우 간 비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를 받는지
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413) 더 나아가 최혜국대우 대우가 ‘법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 차별 모두를 규율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414)
다만 동 사안에서는 ‘동종성(likeness)’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
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동종성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각각에 대해 공히 요
구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동종성만으로 충분한지가 의문으로 남게 되었
다. 다행스럽게도 EC 바나나 사안(EC-Bananas III) 패널은 관련 동종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동종 서비스 공급자라고 판단했다.415) 즉 최혜국
대우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의 동종성 판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동종(like)’이라고 판단될까? 중
국 전자지불서비스 사안(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의 패널은 이
러한 서비스들이 경쟁조건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종 서비스라고 판단했다.416)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안(ArgentinaFinancial Services)417)의 상소기구도 관련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경
413)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utos, para. 171.
414) “Neither the words ‘de jure’ nor ‘de facto’ appear in Article I:1. Nevertheless, we observe that
Article I:1 does not cover only ‘in law’, or de jure, discrimination. As several GATT panel
reports confirmed, Article I:1 covers also ‘in fact’, or de facto, discrimination. Like the Panel,
we cannot accept Canada's argument that Article I:1 does not apply to measures which, on
their face, are ‘origin-neutral’.” Ibid, para. 78.
415) “…전략… in our view, to the extent that entities provide these like services, they are like
service suppliers.”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EC-Bananas III), WT/DS27/R/USA, 22 May 1997, paras. 7.322,
7.346.
416)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services in question in a particular case are essentially or
generally the same in competitive terms, those services would, in our view, be “like” …후
략….”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702.
417) 동 사안은 피소국인 아르헨티나가 조세 투명성,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금융지원 방지 목적에서 정보교환협정
체결 국가 및 관련 협상 개시 요건을 충족한 국가(협조적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비협조적 국가)를 구분하
고, 비협조적 국가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제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아
르헨티나와의 정보교환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된 파나마가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Argentina-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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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관계에 있는지, 그러한 경쟁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GATS
제II:1조(최혜국대우 의무) 및 제XVII조(내국민대우 의무)상의 동종성 분석의
기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418)
그런데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안(Argentina-Financial Services)은 동
종성 판정에 관한 좀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동 사안의 상소기구는 동종성 입증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option)에
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419) 첫 번째 방법은 제소국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
관세품목분류, 제품의 최종용도(end-uses), 소비자의 기호·습관(consumer
tastes and habits) 등 전통적 기준에 기초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제소국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상이한 대우가 오직 국적
(원산지) 자체에만 기초함을 ‘일응(prima facie)’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
응 입증하에서는 국적(원산지) 이외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 및 서
비스 공급자의 존재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제소국이 상기의 첫
번째 방법으로 동종성을 재차 입증할 필요가 없이 동종성이 추정된다는 것이
다.420) 만일 피소국이 이러한 상이한 대우가 해당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관계(competitive relationship) 평가와 유관한 여타 요인(other
factors)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상기 동종성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421)
Services), WT/DS453/AB/R, 14 April 2016.
418) “While the criteria for analysing “likeness” must be adapted to the particular context of
Articles II:1 and XVII:1 of the GATS …중략…, this does not chang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omparison to be undertaken in order to determine “likeness” in the context of trade in
services, namely, to asses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at
issue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4.
419)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5.
420) 이를 ‘추정 접근법(presumption approach)’이라고 지칭한다. “In our view, where a measure provides
for a distinction based exclusively on origin, there will or can b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that are the same in all respects except for origin and, accordingly, “likeness” can
be presumed and the complainant is not required to establish “likeness”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criteria set out above.”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8.
421)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s. 7.16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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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이는 피소국이 “국적(원산지)과 불가분의 관계인(inextricably linked
to origin)”인 여타 요인을 경쟁관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하였고, 그 결과로 관
련 서비스(공급자) 간 긴밀한 경쟁관계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동종
성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비스(공급자)의 특성
및 소비자의 선호체계를 고려하여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를 판단한 결과
상호 경쟁적이지 않은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상이한 대우를 부여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422) 결과적으로 국적(원산지)에 따른 상이한 대우가 초래되더라
도 동종성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논의에 기초할 때, 데이터 이동 및 활용과 관련해 어떤 나라가 도입한
여하한 자격요건심사에 대해 무역상대국들은 적격국가와 부적격국가라는 구
도(frame) 설정을 통해 그러한 조치가 국적(원산지)에 기초하여 상이한 대우를
초래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서비
스(공급자)의 동종성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논리 여부가 해당 조치의
GATS 제II:1조 합치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조치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경쟁상
황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조치의 적용대상인 관련 서비스(공급
자) 그룹이 상호 경쟁적이지 않은 ‘이종(unlike)’의 서비스(공급자)로 구분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GATS 제II:1조에 따른 ‘불리하지 않은 대우(treatment no less
favorable)’ 해석에 관해서는 캐나다 자동차 사안(Canada-Autos)의 상소기
구가 GATS 최혜국대우는 ‘법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 차별 문제
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423)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금융서
비스 사안(Argentina-Financial Services)의 상소기구는 상이한 국적(원산
지)의 제품에 대한 법적 차별을 수반하는 조치가 대표적으로 동종성 추정의 대
422) 관련 내용은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719;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s. 6.30, 6.38-6.45를 참고할 것.
423)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utos, par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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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424) 더 나아가 문제된 조치로 인해 동종의 서비
스 및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경쟁조건이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
된다 하여, GATS 제II조 제1항이나 제XVII조의 의미에서 “불리한 대우”를 부
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상소기구는 설명했다.425) 또한 위와 같은 기준
에 따라 어떤 조치가 비차별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면 조치의 규제적
성격(regulatory aspects) 등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려가 불필요하다고 보았
다. 오히려 조치의 규제적 성격은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 등을 통해 비차
별대우 불합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
다.426)

라. 국내규제
GATS는 시장접근 제한조치(정량적 조치)나 내국민대우 제한조치(차별적
성격의 정성적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비차별적 성격의 정성적 조치를 모두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로 분류하고, 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국내규제가 자
칫 가장된 국내시장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GATS는 각국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일
반적 의무인 GATS 제VI조(국내규제)는 이러한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424) “In this respect, we note that measures allowing the application of a presumption of “likeness”
will typically be measures involving a de jure distinction between products of different origin.”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6.
425) “Under Article II:1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a measure fails to conf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if i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to the detriment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comparison to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respectively, any other country or the Member imposing the contested measure.” Ibid, para.
6.151.
426) “Where a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regulatory aspects
or concerns that could potentially justify such a measure are more appropriately addressed i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exceptions. Addressing them in the context of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would upset the existing balance under the GATS.” Ibid, para.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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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VI조는 여타의 일반적 의무와 달리 원칙적으로427) “구체적 양허(specific
commitments)를 행한 분야”에 한해 적용된다. 그 주된 목적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국내규제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구체적 양허에 따
른 시장개방 효과가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국내규제 적용방식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428)
GATS 제VI조(국내규제)는 대체로 과도기적 성격의 절차 규범(procedural
rules)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4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VI조의 일부 조문들
은 실체 규범(substantive rules)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우선 제VI:1조
는 구체적 양허를 행한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회원국의 국내규제가 합리적(reasonable), 객관적(objective), 공평한
(impartial)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430) 동 조문은 제VI조의 다
른 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원칙규정에 해당되지만, 국내규제의 범주와 국내규제
시행방식의 합치성, 객관성 및 공평성 등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규제의 범주에 관해서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로 규정하
고 있다. WTO 판례법하에서 이러한 조치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의 경제주체
(an unidentified number of economic operators)”에게 영향을 주는 조
치,431) “적용범위가 제한되기보다 다양한 상황 및 사례(a range of situations
427) GATS 제VI조 가운데 2항은 구체적 양허를 하지 않은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28) “…전략… the main objective of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VI is to ensure that foreign
service suppliers are not impeded in their work by the arbitrary or biased administration of
domestic regulation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have
been made.” Delimatsis(2007), p. 28.
429) GATS 제VI:1~3조, 제VI:6조.
430)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431) “…전략… to the extent that the restraint affects an unidentified number of economic
operator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producers, we find it to be a measure of general
application.”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Cotton and Man-Made
Fibre Underwear(US-Underwear), WT/DS24/R, 9 November 1996, para.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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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ase, rather than being limited in their scope of application)”를 포
괄하는 조치432)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조치의 적용범위가 특정국
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극
소수 경제주체, 특정한 상황 또는 사례에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조치가 국내규제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혹자는 국내규제에
해당되는 조치의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경우에 따라 시장접근 제한조치 등 여
타 성격의 조치와 일정 정도 중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4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VI:4조는 제VI조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국내규제의 범
위와 그 시행방식의 합치성, 객관성 및 공평성 요건이 갖는 의미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해, 제VI조의 특별한 관심대상인 국내규제는 자격요건·절
차(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면허요건(licensing requirements) 등434) 비차별적 성격의 정
성적 조치이며, 국내규제 적용방식의 합치성, 객관성 및 공평성은 소위 ‘필요성
심사(necessity test)’에 의해 판단된다고 짐작할 수 있다.435) 제VI:4조는 자
격요건·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의 적용방식이 ‘필요성심사’를 통과하기 위
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①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competence) 및 능력
(ability)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② 서비스의 품질
(quality)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주지 말 것 ③ 면허절
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
432) “The Panel understands that, therefore, the “[l]aws, regulations, judicial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described in Article X:1 of the GATT 1994 are
laws, regulations, judicial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that apply to a range of
situations or cases, rather than being limited in their scope of application.”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Selected Customs Matters(EC-Selected Customs Matters), WT/DS315/R,
16 June 2006, para. 7.116.
433) 좀 더 자세한 내용은 Pauwelyn(2005)을 참고할 것.
434) GATS 제VI:4조 및 제VI:5조하에서 자격요건·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은 국내규제의 예시적 목록이 아니
라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ing)이다.
435)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measure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echnical standards and licensing requirements do not constitu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in services,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hall, through appropriate bodies it may
establish, develop any necessary disciplines.” GATS 제VI: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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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36)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라도 불합치하고 동시에 ④ 구체적 양허가 이루
어졌을 당시 해당 분야에서 그 회원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적용됨으로써 회원국의 구체적 양허를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국내규
제는 필요성심사 부적격으로 제VI:5조에 따라 금지된다.437) 이 경우 입증책임
은 제소국에 있다.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라도 불합치하는, 그리고 구체적 양
허 당시에 부재하던 새로운 조치 시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역상대국 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회원국의 구체적 양허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시장진입의
기회나 시장진입에 따른 이익이 중대하게 훼손됨을 입증한다면 제VI:5조 위반
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자격요건·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
요건이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기초하는지는
필요성심사 과정에서 긍정적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438) 이러한 ‘관련 국제
기구(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는 최소한 모든 WTO 회원국
에게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에 한정된다.439)
GATS 국내규제 규정에 관한 상기 논의에 비추어볼 때, 회원국이 서비스 공
급자에 대해 프라이버시 강화라는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데이터 국외
이전을 위한 자격요건·절차 등 국내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공간(policy

436) “Such disciplines shall aim to ensure that such requirements are, inter alia: (a) based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such as competence and the ability to supply he service; (b)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service; (c) in the case of
licensing procedures, not in themselves a restriction on the supply of the service.” GATS 제
VI:4조.
437) “In sectors in which a Member has undertaken specific commitments, …중략… the Member
shall not apply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that nullify or
impair such specific commitments in a manner which: (i) does not comply with the criteria
outlined in sub-paragraphs 4(a), (b) or (c); and (ii)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at Member at the time the specific commitments in those sectors were made.” GATS 제
VI:5조(a). 참고로 동 조문은 관련 조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반면, 제XXIII:3조(비위반제소)는 합리
적 기대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사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438) “In determining whether a Member is in conformity with the obligation under paragraph 5(a)
above, account shall be take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pplied by that Member.” GATS 제VI:5조(b).
439) “The term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fers to international bodies whose membership
is open to the relevant bodies of at least all Members of the WTO.” GATS 제VI:5조(b)의
footno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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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은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제한조치가 크든
작든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440) 물론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규제순응비용을 발생시키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여하한 등록 및 인가
요건 모두가 GATS 제VI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국내
규제의 성격 및 국내규제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GATS 제VI조의 목적상 국내규제 시행에 따른 무역제
한성이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다면 그 위반 가능성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예컨대 프라이버시 보호수준이 불충분한 국가들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정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무역
제한성이 매우 강력한 국내규제에 해당되므로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대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별 정보주체 동의를 일
일이 전제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불가하도록 설계된 조치는 과도
한 규제순응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무역제한적이라고 판단
될 가능성이 높다.441) 만일 특정 기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수의 정보주체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무역제한성이 문제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고 보아야 한다.442)

마.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1) 개요
GATS는 회원국에게 시장개방 대상 분야 및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는 점에서 상당히 탄력적이다. GATS하에서 회원국은 시장개방 대상 서비스

440) Weber(2012), p. 37.
441) Ahmed and Chander(2015), p. 6.
442) 자율주행차 원격 제어를 위해서는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처리해야 하는바, 자율주행차가 지나가는
지역의 거주자들의 위치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관련 거주자들로부터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할까?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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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하고, 동시에 그러한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에 대해 원하는 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제XVI조(시장접근)’ 및 ‘제XVII조(내국민대우)’이다. 회원국은 양허표
에 스스로 선택·지정한 각 시장개방 대상 서비스 분야에 대해443) 서비스 공급
방식별로 시장접근 제한조치를 기재하며,444) 양허표에 일정한 조건과 자격요
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기재할 수 있다.445) 즉 시장접
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조치 공히 회원국이 양허표에 기재한 것 이외에는 어떠
한 제한조치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없다.446) 또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
한조치가 기재된 개별 회원국의 양허표는 GATS와 불가분의 일체(integral
part)를 이루므로447) GATS 본문 규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시장접근 제한조치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GATS 제XVI조는 특별히 회원국 양허표상
에 별도 명시해야만 유지 가능한 ‘정량적 제한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s)’
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ing)을 제시하고 있다.448) 따라서 시장접근에
대해 전면개방(full commitment)을 양허한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 한정적 목
록에 속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사안에 따라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범위를 엄밀하
게 한정적 목록에 한정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적

443) ‘포지티브 기재(positive listing)’ 방식을 의미한다.
444) “With respect to market access through the modes of supply identified in Article I, each
Member shall accord …후략….” GATS 제XVI:1조.
445)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후략….” GATS 제XVII:1조. GATS 제XVI:1조와 대조적으로
GATS 제XVII:1조는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별로 기재하라는 명시적 지침
을 주고 있지 않다.
446) ‘네거티브 기재(negative listing)’ 방식을 의미한다.
447) GATS 제XX:3조.
448)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 가액 제한, 서비스 총 영업량 또는 총 산출량 제한,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자연인 수 제한, 법인체 및 합작투자 형태 제한,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 GATS 제XVI: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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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모종의 조치도 그 성격에 따라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비근한 사례가 국적 요건(nationality requirement)이다. 일견 이는
GATS 제XVI:2조에 기재된 ‘수량쿼터(numerical quota)’가 아니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시장접근에 대해 국적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외국 서비스(공
급자)의 시장진입은 봉쇄된다는 점에서 최대로 강력한 수량쿼터인 ‘제로쿼터
(zero quota)’로 간주된다.449) 미국-도박 사안(US-Gambling)의 상소기구는
비록 국적 요건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제로쿼터를 인용한 바 있다. 동 사
안에서 미국은 공중도덕을 위해 자국 도박서비스 공급자에게 원격공급
(remote supply)을 허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안티가(Antigua)의 도박서비스
공급자가 원격공급에 의해 해당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문
제는 미국이 도박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에 대해 전면개방을 양허했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미국의 해당 조치가 원격공급에 의해 국경간
공급방식으로 제공되는 도박서비스(gambling and betting services)의 사실
상 전면제한(total prohibition), 즉 제로쿼터로 간주함으로써 GATS 제XVI
조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비록 그러한 전면제한이 제XVI조의 한정적 목록에 명시된 제한조치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의 상소기구는 그러한 전면제한을 제XIV:2조(a) 및 (c)
에 각각 기재된 서비스 공급자 수와 서비스 영업의 총 수에 대한 제로쿼터로 해
석했다.450) 즉 외견상 GATS 제XVI:2조의 한정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조치
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효과를 발
휘하는 조치는 GATS 제XVI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식적으
로든 실질적으로든 GATS 제XVI:2조의 한정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

449) 실제로 독일은 조산서비스 분야의 자연인 주재(mode 4)에 대해 제로쿼터를 기재한바 있으며, WTO 회원국간
제로쿼터가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한정적 목록에 포함된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Krajewski(2003),
p. 86.
450)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s. 238, 251,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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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접근 제한조치는 통상분쟁으로부터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GATS 제
XXIII:3조에 따라 시장접근 양허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혜택의 무효화
(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를 이유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ase)가 가능하다.451)

3) 내국민대우 제한조치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는 국적(nationality)에 기초하여 국내 및 외국의 서비
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정성적 조치로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제XVII
조(내국민대우)는 GATS 제XVI조(시장접근)에서와 같은 해당 조치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ing)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범위를 “서비스 공
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라고만 제시하고 있다.452) 여기에서 서비스 공급(supply of
services)은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서비스의 배송(delivery)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 개념이다.453)
따라서 GATS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 가운데 제XVI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
는 조치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내국민대
우 제한조치가 잠재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GATS는 정
량적 제한조치인 시장접근 제한조치 중에도 추가적으로 국내 및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는 정성적 성격을 동반하는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
고, 이러한 경우 시장접근 제한조치로만 기재하더라도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454)
451) “If any Member considers that any benefit it could reasonably have expected to accrue to it
under a specific commitment of another Member under Part III of this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any measure which does not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t may have recourse to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GATS 제XXIII:3조.
452) GATS 제XVII:1조.
453) GATS 제XXVIII조(b).
454) “Measures inconsistent with both Articles XVI and XVII shall be inscribed in th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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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XVII조(내국민대우)의 실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의 동종 서비스
(like services) 및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 suppliers) 대비 외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형식적·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치455)는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회원국이 이를 양허표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456) 이는 GATS 제XVII조가 법적(de jure), 사실상(de
facto)의 차별을 모두 포괄함을 의미한다.457) 즉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라 하
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상(de facto)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 대비 외국 서비
스(공급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후자에게 ‘불리한 대
우(treatment less favorable)’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내국민대우 의
무 위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가 사실상 차
별임을 주장하는 제소국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역으로,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여도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 대비 외국 서
비스(공급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불리한 대우를 부
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458) 형식적 차등 대우가 사실상 불리한 대우로
이어질 경우에는 형식적 차등 대우를 초래하는 조치가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일응 증거(prima facie)’를 구성하기 때문에 피소국이 사실상 차
별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459) 추가적으로, 어
떤 조치가 동종의 외국 서비스(공급자)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판

455)
456)
457)
458)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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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ng to Article XVI. In this case the inscription will be considered to provide a condition or
qualification to Article XVII as well.” GATS 제XX:3조.
GATS 제XVII:3조는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의 주된 판단기준이 경쟁조건의 변경 여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GATS 제XVII조. 이 조항 자체는 일견 GATT 제III조(내국민대우) 원칙과 유사하지만, 규율대상 조치를 특정
한 GATT 제III조와 달리 ‘모든 조치(all measures)’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포괄범위가 훨씬 더 넓다.
Panel Report, EC-Bananas III, para. 7.301.
“We deduce …중략… that, subject to all other Article XVII conditions being fulfilled, formally
identical or different treatment of service suppliers of another Member constitutes a breach of
Article XVII:1 if and only if such treatmen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to their
detriment.”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687; “The existence of a
competitive relationship is a precondition for the subsequent analysis under the requirement of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of whether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have been modified.”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4.
GATT Panel Report, US-Section 337, para.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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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함에 있어 해당 조치의 ‘목적과 효과(aims and effects)’는 고려대상이 아니
라는 것이 EC 바나나 사안(EC-Banana III) 이후 최근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안(Argentina-Financial Services)에 이르기까지 분쟁판결기구가 취한 일
관된 입장이다.460)

4) 서비스 공급방식과 동종성
GATS 제XVII조(내국민대우)는 동종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그런데 제XVI조(시장접근)와 달리 제XVII
조는 동종성(likeness)에 관하여 이를 서비스 공급방식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461) 만일 동종성이 서비스 공급방식과 무관
하게 판단되는 것이라면, 서비스 공급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예
컨대, 해외로부터 국경간 공급에 의해 원격 공급되는 서비스와 상업적 주재에
의하는 서비스가 동종이라면,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 간 차별은 제XVII조에 불
합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라도 서비스 공급방식이 일치하는 경
우에만 동종 서비스로 인정된다면 동등한 대우 의무도 동일한 서비스 공급방식
에 의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462) 이 문제는 GATS하의 서비스 동종성 판단과
관련해 제기되어온 근본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일
한 서비스 공급방식 내에서는 동종성 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
면, 상이한 서비스 공급방식 간 동종성 인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 분쟁선

460) Appellate Body Report, EC-Bananas III, para. 241; “This legal standard does not contemplate
a separate and additional inquiry into the regulatory objective of, or the regulatory concerns
underlying, the contested measure. Indeed, in prior disputes, the fact that a measure modified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to the detriment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was, in itself, sufficient for a finding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under Articles II:1
and XVII of the GATS.”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106.
461) 제XVI:1조는 명시된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별로 시장접근 제한조치를 기재한다고 규정하는 데
반해, 제XVII:1조는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과 자격요건에 따라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62) WTO(1996), paras.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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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463)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내국민대우 양허와 관련하여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에서 오프라인 기술에 의하든 온
라인 기술에 의하든 정해진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내에서는 서비
스 동종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위 ‘공급모드 내 동종성(intra-modal
likeness)’ 원칙이 정립되었음을 이미 거론한 바 있다.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추가적 의문은 유사한 서비스를 상이한 서비스 공
급방식을 통해 제공할 경우에도 서비스 동종성이 인정될지 여부이다. 예컨대
검색엔진, 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를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국경간 공급(mode 1) 방
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방식을 달리한다는 사실로 인해 내국민대우
의무 합치성 분석 과정에서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들을 이종(unlike)이라고 해
야 할까? 한마디로 이는 ‘공급모드 간 동종성(likeness across modes or
inter-modal likeness)’ 문제이다. 기본적인 특성에서 무차별한 서비스를 그
공급방식과 무관하게 동종(like)이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상이한 서비스 공
급방식을 이유로 이종(unlike) 서비스라고 보아야 할까? 만일 동종이라면, 서
비스 공급방식을 달리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는 내국민대우 위반사항이다. 반면 이종이라면, 내국민대우 위
반을 따지기 위한 선결요건(threshold requirement) 미충족을 이유로 내국
민대우 위반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은 그에 관한 논의의 유익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동 사안의 패널이 사법 경제(judical economy)
차원에서 동종성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464) 제소국인 안티가
(Antigua)는 자국 도박사업자의 서비스 공급방식(mode 1)이 미국 도박사업

463) 캐나다 자동차 사안(Canada-Autos)을 지칭한다.
464)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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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서비스 공급방식(mode 3)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유로 관련 서비스를 이
종(unlike)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465) 그런데 캐나다 자동차 사안
(Canada-Autos)의 패널은 공급모드 간 동종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판단함으로써 ‘공급모드 간 동종성’을 수용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
사안의 패널은 상업적 주재(mode 3) 및 자연인 주재(mode 4)에 의해 캐나다
영토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와 국경간 공급(mode 1) 및 해외소비(mode 2)
에 의해 다른 회원국 영토로부터 공급되는 서비스를 동종 서비스라고 판단했
다.466) 물론 그 배경에는 제XVI조(시장접근)와 달리 GATS 제XVII조(내국민
대우)가 문맥상으로 동종성과 서비스 공급방식 간 구체적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혹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적인 경우를 상정하면서 캐나다 자동차 사
안(Canada-Autos) 패널 결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467) 일국이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해 ‘전면 개방(none)’을 양허하되, 국경간 공급
(mode 1)에 대해서는 ‘전면 제한(unbound)’을 양허했다고 하자. 이 경우 무
역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상업적 주재에 대한 전면 개방 사실에 근거하여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도 전면 개방, 즉 제한 없는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급모드 간 동종성을 전제할 경우 정해진 서비스 분야 내에서 상
이한 서비스 공급방식별로 상이한 수준의 내국민대우 양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GATS가 용인한 회원국의 권리 행사가 불가함을 의미한다. 여타의 추
가적 고려사항 없이 공급모드 간 동종성을 획일적 원칙으로 채택·적용하기보
다 사안별(case-by-case) 접근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
465) “The fact that services of Antiguan gaming operators are supplied via a different “mode of
supply” than services of suppliers of United States origin (cross-border as opposed to
commercial presence) does not make these “unlike”.” Ibid, para. 3.150.
466) “In our view,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for the purposes of this case that services supplied
in Canada through modes 3 and 4 and those supplied from the territory of other Members
through modes 1 and 2 are “like” services.” Panel Report,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Canada-Autos), WT/DS139/R, WT/DS142/R, 11 February 2000, para.
10.307.
467) Cossy(200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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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실제로 EU는 그러한 동종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안별 접근 필요성
을 강조해온 과거 상소기구 견해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468)
캐나다 자동차 사안(Canada-Autos)의 패널이 공급모드 간 동종성을 인정
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선 공급모드
간 동종성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시장자유화 효과가 당초 제XVII조로부터 예상
되는 것보다 커진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간 또는 서비스 공급수단(means of supply) 간 규제적 차별(regulatory
distinction)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469) 예컨대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서비스는 국경간 공급에 의하든 상업적 주재에 의하
든 국내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47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성 문제에 관한 한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관
련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 존재 여부이다.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부터 공급되는 서비스(공급자)와 국경간 공급에 의하든 상업적 주재에 의하든
국내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서비스(공급자)가 긴밀한 경쟁관계라면
서비스 공급방식과 무관하게 동종 서비스(공급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형식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서비스(공급
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게 된다면, 시장자유화 효과는 오히려 줄어
들게 된다. 극단적으로 상업적 주재를 통한 국내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 공급자
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승인, 면허 및 자격요건 등을 국경간 공급에 의하
는 해외 온라인 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한다면, 설령 형식적
규제적 차별은 없더라도 GATS 제II:1조의 구분에 따라 국경간 공급에 본원적
으로 내재하는 서비스 공급상의 장점471)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468)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4.36.
469)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과 서비스 공급수단(means of supply)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물리적인 주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GATS 제I:2조상의 개념인 반면, 후자는 서
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technological means)으로서 서비스 공급 방식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470) Cossy(200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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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기반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종합하자면, 국경간 공급(mode 1)에 기초한 서비스(공급자)와 상업적 주재
에 기초한 서비스(공급자) 간 동종성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사안 발생 시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해결 방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로서는 캐나다 자동차 사안(Canada-Autos)의 평결내용이 유일한 선례라는
점에서 공급모드 간 동종성이 그대로 유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상이한 서비스 공급방식, 상이한 서비스 공급수단에 의하더라도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 간 긴밀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공급모드 간 동종성을 인정하
는 방안이다. 셋째, 긴밀한 경쟁관계에 있고 동일한 서비스 공급수단에 의하는
서비스(공급자)임을 전제로 서비스 공급방식과 무관하게 동종성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국내의 인터넷기반 인터넷동영상서비스(공급자)와 국경간
공급방식에 기초한 외국의 인터넷기반 인터넷동영상서비스(공급자)를 동종으
로 인정함으로써 내국민대우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다.

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1) 개요
GATS는 GATT 제XX조에 상응하는 제XIV조(일반적 예외)를, GATT 제
XXI조에 상응하는 제XIV조의1(안보상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GATS 조문
이 GATT 조문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양자간 예외규정 조문의 구성
및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특히 GATS 제XIV조의1(안보상의 예외)은 GATT
제XXI조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하의 분석은 제
XIV조(일반적 예외)에 국한한다.
471) 국경간 공급은 소비자와의 대면 측면에서 상업적 주재에 비해 불리하지만, 실효적인 법적 관할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적 주재 시 부담해야 할 각종 국내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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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XX조와 동일하게 GATS하에서 일반적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치가 제XIV조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472)에 포함되어야 하
며, 그러한 사실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전문(chapeau)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XIV조의 한정적 목록에 기재된 조치에는 (a)~(e)호까지 총 5
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 과세, 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한 (b)
호,473) (d)호474) 및 (e)호475)와 관련된 조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관성이 떨
어지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중도덕(public morals) 보호를 위한
(a)호476)의 경우에도 앞서 GATT 제XX조 분석과정에서 검토한 바 있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정적 목록에 포함된 조치 가
운데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된 (c)호477)를 주로 분석한다.
다만 GATS 제XIV조의 (a)호의 경우 GATT 제XX조와 달리 공중도덕 보호
에 더해 ‘공공질서(public order)’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외견상 특이
하다. 하지만 (a)호의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는 ‘공익(public interests)’에 비
해 협의의 개념이며, 일국 ‘시민사회의 근본적 이익(fundamental interests
of civil society)’이지 국가 또는 정부(state)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념이 아니
다. GATT 및 GATS 차원에서 후자는 안보상의 예외에 의해서만 보호될 뿐이
다. 예컨대 포괄적 정의에 의한 이용자 보호(consumer protection)나 서비스

472) GATS 제XVI조 (a)~(e)호.
473)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GATS 제XVI조(b).
474) “inconsistent with Article XV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direct taxes in respect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other Members.” GATS 제XVI조(d).
475) “inconsistent with Article 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the result of an
agreement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provisions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by which the Member is bound.”
GATS 제XVI조(e).
476)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GATS 제XVI조(a).
477)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i)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services contracts;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iii)
safety.” GATS 제XVI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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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quality of service) 보장 의무(규정)가 GATS 제XIV조의 (a)호 또는 (c)
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반드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제XIV조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한
조치가 기본적으로 한정적 목록에 의하기 때문이다. 제XIV조하에서 포괄적 의
미의 이용자 보호나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조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
한 정책목표가 동 조문상에 열거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제XIV조가 (a)호에 대한
각주를 통해 특히 공공질서의 개념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
다. 동 각주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해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공공질서가 원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478) 셋
째, 제XIV조의 (c)호는 기본적으로 당초 규제조치(관련 법제)의 준수를 담보하
기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s)’에 관한 것으로서, 이용자 보호나
서비스 품질 보장에 관한 의무(규정)는 당초의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
에 관한 예외 인정을 득하기 위해 (c)호를 원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한편 GATS 제XIV조의 전문479)은 GATT 제XX조의 전문과 실체적으로 다
른 부분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예컨대 국제기구가 부재하던 GATT하에서
와 달리 WTO 창설 이후의 협정인 GATS에서는 ‘체약당사국(contracting
party)’ 대신 ‘회원국(Member)’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으며, 상품무역을 의미
하던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을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으
로 바꾸고 있다. 다만 실체적으로 상이한 유일한 부분은 ‘동일한 상황(the
478) “The public order exception may be invoked only where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is posed to one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GATS 제XVI조(a)의 각주 5).
479)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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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conditions)’을 ‘동종 상황(like conditions)’으로 수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한 상황을 ‘유사한 상황(similar conditions)’으로 폭넓게 해석해온
GATT 법제하의 관례(분쟁사안 평결내용)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480)

2) 제XIV조의 (c)호
GATS 제XIV조의 (c)호는 “(i)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
약의 불이행 효과의 처리 (ii)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
생활(privacy)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 (iii)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s)들을 예외적 조치로 규정하
고 있다. 추가적으로 (c)호는 이러한 이행조치를 요하는 당초의 규제조치에 대
해서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규제조치는 “이 협정(GATS)의 규정에 불
합치하지 아니하는 법제(laws and regulations)”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당초 규제(법령) 자체가 GATS 위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규제(법령)
를 위한 이행조치는 제XIV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481) 예컨대 당초 법제
가 그 취지나 내용상으로 부당하게 내·외국인 또는 내·외국산 서비스 간 차별
또는 시장접근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제XVI조가 동 법
제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동원된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시장접근 제한을 초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c)호의
조치 목록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설령 그러한 예시적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다
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GATS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법제”의 준수를 요구하
는 ‘이행조치’일 경우에는 (c)호에 근거하여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예시
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목표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
책목표가 예외를 적용받기에 합당한 국가사회의 근본적 가치 또는 이익과의 밀

480)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3장-2절-라-2)-다)-(1)(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국가간 자의적 또는 부당
한 차별)을 참고할 것.
481) Panel Report, US-Gasoline, para.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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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연관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GATS 제XIV조의 (c)호는 계쟁조치(measure at issue)가 예컨대 개
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privacy)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necessary)’
조치임을 요구한다. GATT 제XX조에 관한 분쟁선례에서와 같이 이는 ‘비교형
량심사(weighing and balancing test)’를 필요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쇠고기 사안(Korea-Beef), EC 석면 사안(EC-Asbestos)
및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의 상소기구는 ① 해당 조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② 해당 조치가 관련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 ③ 해당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그 필요성(necessity)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48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정책목표가 수반하는 가치 자체의 중요성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해당 조치의 효과성과 무역제한성이 관건이라고 보
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조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성과 동일한 효과성을 보장하는 덜 무역제
한적 대안조치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전문(chapeau) 요건
GATS 제XIV조는 GATT 제XX조의 전문과 동일한 전문을 두고 있다. 즉
GATS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모종의 조치가 예컨대 (c)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동종 상황이 지배하는(like conditions prevail) 국
가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arbitrary or unjustifiable) 차별의 수
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을 구성하
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not applied in a manner)”는 조건을 충족
482) Appellate Body Report, Korea-Beef, paras. 152-185;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s. 164-175;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s. 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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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GATS 제XIV조 전문 요건의 목적은 GATT 제XX조와 동일하게 회원국들의
무분별한 예외 인정 주장의 남용을 방지하고, 예외를 주장하는 회원국의 권리
와 GATS의 실체규범하에서 보장되어야 할 다른 회원국의 권리간 형평성을 유
지하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요건의 주안점은 어떤 조치(measure)
의 ‘적용(application) 방식’이다. GATS 제XIV조에 관한 한, 그러한 조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은 (a)~(e)호 등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 부분이다.
다만 (c)호에 속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위한 경우 전문 요건의 관심사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위한 이행조치의 적용
방식이다. 쉽게 말해, 제XIV조의 전문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자체라기보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결정
하는 주체(행정기관)의 심사제도인 적정성심사(aqequacy test)의 적용 절차
가 자의적인지 차별적인지, 또는 사실상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지
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즉 제XIV조의 전문은 ① 동종 상황이 지배하는 국가간
자의적 차별 ② 동종 상황이 지배하는 국가간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③ 국제무
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등 세 가지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483) 이와 관련하여 분
쟁선례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분명하게 제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①, ②, ③ 등 세 가지 기준은 각각의 의미를 해석
함에 있어 다른 기준과의 연관성을 열어두고 사안별로(case by case) 해석되
어야 한다.48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선례는 제XIV조 전문 요건에 대한 일반적 해석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이행)조치의 적용방식이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용인하
지 않는다면, 특히 정책목표(예컨대, 개인정보보호) 달성을 위해 ‘유사한 효과
성(comparable effectiveness)’을 갖는 다른 회원국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483)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 150.
48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WTO(2002b), paras. 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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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485) “부당한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로 간주될 수 있
다. 유사한 맥락에서, 다른 회원국에게 자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essentially
the same)” 규제제도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486) 해당 조치가 “자의
적 차별(arbitrary discrimination)”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고 간주
될 수 있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이 개념적으로 부당한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과
자의적 차별(arbitrary discrimination)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
다.487) 이에 더해 어떤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치 자체와 해당 조치의 계획(design), 구성
(architecture) 및 외견상 구조(revealing structure) 등의 공표 여부가 고려
된다고 밝혔다.488) 이 가운데 해당 조치 자체의 공표 요건은 GATS 제III조(투
명성)에 따른 공표 의무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제XIV조 전문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은 해당
조치의 적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계획, 구성 및 외견상 구조의 공표이다. 하지
만 이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 해석을 시도한 분쟁선례는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정리하자면, 제XIV조 전문은 일국의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유사한 효과성(comparable effectiveness)
을 갖는 다른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및 요건을 유연하게 고려·수용하면
할수록 전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85)
486)
487)
488)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 144.
Ibid, para. 163.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 25; Panel Report, EC-Asbestos, para. 8.237.
Panel Report, EC-Asbestos, para. 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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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GDPR의 주요 쟁점
3. EU GDPR의 통상법적 논란 및 시사점

1. EU GDPR의 배경 및 개요
가. EU GDPR 제정의 역사 및 배경
법제사적 관점에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EU) 2016/679)489)의 시발점은 ‘OECD 프라
이버시 가이드라인(Privacy Guidelines)’이다. 이는 1980년 9월 23일
OECD가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관련 이사회 권고’490)를 말한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협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가이드라인은 그 후 다수 국가들이 추진·제정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EU는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 개편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1981년 1월 28일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는 ‘개인정보 자동처리
에 관한 개인보호협약’491)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5년 10월 24
일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8대 원칙492)에 입각해 ‘개인정보 자동처
리에 관한 개인보호협약’을 확대·발전시킨 일명 EU ‘개인정보보호지침(DPD: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No. 95/46/EC)’493)이 채택되었다.
48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J. [2016] L. 119/1. 이하 필요시 간략히 ‘GDPR’ 또는 ‘REGULATION (EU)
2016/679’로 표기한다.
490) OECD(1980).
491)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Data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uropean Treaty Series-No. 108, Strasbourg, 28 January 1981.
492) 수집제한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 정확성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목적 명
확화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이용 제한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안전성 확보 원
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정보주체 참여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공개 원칙
(Openness Principle), 책임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등.
493) Directive No.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1995] L. 281/31. 이하 필요시 간략히 ‘DPD’ 또는 ‘Directive No.

164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동 지침은 대체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를 그대로 수용하
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권을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 설정하는 한편, 개인정
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국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적정성(adequacy)
에 따라 조건부 허용 입장을 취했다.494)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개인정보보호
와 개인정보 활용 가운데 어느 한쪽의 가치에 비대칭적으로 매몰되기보다 양자
모두에 대해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지침
제1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 동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자연인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처리(processing of personal data)’495)
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한다. 2. 회원국은 1
항에 의한 보호를 이유로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
지하지 말아야 한다.”496)
한편 2002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인터넷 보편화 및 융합(convergence)
추세에 따른 유럽 역내의 투자·혁신 촉진과 디지털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전자통신
신규 규제체계(new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를 마련하였다. 보통 ‘자유화지침(Liberalization Directive)497)으로 불리는
동 지침은 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 인허가지침(Authorization for

95/46/EC’로 표기한다.
494) Article 25, Directive No. 95/46/EC.
495)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수집, 기록, 구조화, 저장, 가공, 변형, 재생, 활용, 공개 등 포괄적 의미의 작
업 모두를 포함하며, 그 과정에서 자동화 수단 적용 여부를 불문한다.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rocessing') shall mean any operation or set of operations which is performed upon personal
data, whether or not by automatic means, such as collection, recording, organization, storage,
adaptation or alteration, retrieval, consultation, use, disclosure by transmission, dissemination
or otherwise making available, alignment or combin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Article 2(b), Directive No. 95/46/EC.
496) “1. In accordance with this Directive, Member States shall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natural persons, and in particular their right to privacy,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2. Member States shall neither restrict nor prohibit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between Member States for reasons connected with the protection afforded
under paragraph 1.” Article 1, Directive No. 95/46/EC.
497) Commission Directive No. 2002/77/EC of 16 September 2002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O.J. [2002] L 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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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Directive), 상호접
속지침(Access and Interconnection Directive), 보편적서비스·이용자권
리지침(Universal Services and Users’ Rights Directive), 개인정보보호지
침(DPD) 등으로 구성된다.
즉 2002년 9월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은 1995년 10월 채택된 당초 지침
을 새로운 시장추세에 맞도록 확대·개편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498) 이에
따라 개정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그 적용범위, 관련 사업자 의무 및 기타 개인정
보보호 의무를 과거에 비해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 정보를 포함
하여 “공중 전자통신서비스 수단에 의해 정해진 수의 당사자간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499) 또한 동 지침은 인터넷을 전송수단
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500)들에게도 정보
보안 조치, 이용자에 대한 정보보안 실패 가능성 고지, 정보보안 실패 시 구제
조치(remedies) 제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01)
그런데 기존의 1995년 및 2002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디지털경제의 급속
한 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관점에서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했
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지침은 EU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현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이 당초 역
내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의 동조화를 기대하며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directive)’이라는 법적 구속력의 한계로 인해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이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
498) 2002년 9월 EU 신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구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No. 95/46/EC)과 통신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지침(Directive No. 97/66/EC)을 포괄하여 마련되었다.
499) “‘communication’ means any information exchanged or conveyed between a finite number of
parties by means of a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This does not
include any information conveyed as part of a broadcasting service to the public over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information can be related to
the identifiable subscriber or user receiving the information.” Article 2(d), Directive No.
95/46/EC.
500) 일반적으로 양방향 또는 대화형 컴퓨터서비스 공급자(interactive computer service providers) 또는 디지
털콘텐츠의 유통을 담당하는 인터넷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를 의미한다.
501) Article 4, Directive No. 95/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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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2) 둘째,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SNS), OTT 등 온라인서비스 거래 과정에
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활용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적 속성상 개인정보 처리·저장의 지리적 위치
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디지털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EU 역내 시민의 개인정보가 과
거 예상한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임에도 EU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
는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
이 무력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위기감에 대한 EU 내부 논의의 최종
결과물이 EU GDPR이다. 2012년 그 초안이 공개된 이후 무려 4,000번 이상
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503) 다양한 개정요구 수요가 있었지만, 논의의 주안점
은 EU 역내 회원국들 간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조화 실현 및 온라인 서비스사업
자에 대한 실효적 법적 책임 부과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모아졌다.

나. EU GDPR의 개요
전문(Recitals) 총 173개 조항, 본문 총 11장 99개 조항으로 구성된 EU
GDPR의 철학, 규제 기조 및 조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
과 맥락을 같이한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컨트롤러(controller) 및 프로세서(processor)
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504) 또한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개
인정보보호법은 공통적으로 그 실질적 적용범위(material scope)를 자동화되
거나 또는 일부 비자동화된 수단505)을 통한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
502) EU Regulation, Directive 및 Decision 간 개념적 상이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EU, “Regulations,
Directives and Other A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3).
503) 오태현, 강민지(2018), p. 3.
504) 컨트롤러(controller)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이며, 프로세서(processor)는 컨트롤러
를 대신해 그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자연인,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기타
단체 등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Article 2(d), 2(e), Directive No. 95/46/EC;
Article 4(7), 4(8),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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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f personal data)’라고 규정하고 있다.506) 이와 관련하여, 가
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식별정보(identifiable
information)로서 개인정보에 포함되나,507)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508) 또한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철학적 신념, 노
조 가입 여부에 관한 개인정보처리, 유전자 정보 등 개인의 생체 및 건강 정보,
성생활·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509)
개인정보보호법은 EU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510)와 EU 역내에서의 자
유로운 개인정보 이동 보장511)이라는 양대 목표를 지향한다. 유념해야 할 사실
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자연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에 대해 양자 모두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가
치임을 인정한다는 점이다.5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는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PD)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기 위
한 규정들이 도입되어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 및 철회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513)
505) 컴퓨터기기(computer equipment)가 아닌 사람에 의한 수기 처리(manual processing)에 의하더라도 사실
상 개인정보에 관한 파일(file) 작성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가능한 예이다.
506) “This Regulation appli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holly or partly by automated
means and to the processing other than by automated means of personal data which form
part of a filing system or are intended to form part of a filing system.” Article 3.1, Directive
No. 95/46/EC; Article 2.1, REGULATION (EU) 2016/679.
507) Recital 26, REGULATION (EU) 2016/679.
508)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natural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er such as a name, an identification number,
location data, an online identifi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genetic,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of that natural person.”
Article 4(1), REGULATION (EU) 2016/679.
509) 다만, EU 또는 그 회원국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를 획득한 경우 등에 한정
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Article 9.1-9.2, REGULATION (EU) 2016/679.
510) Article 1.2, REGULATION (EU) 2016/679.
511) Article 1.3, REGULATION (EU) 2016/679.
512) “The free movement of personal data within the Union shall be neither restricted nor
prohibited for reasons connected with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rticle 1.3, REGULATION (EU) 2016/679.
513) “any freely given specific and informed indication of his wishes by which the data subject
signifies his agreement to personal data relating to him being processed.” Article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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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개인정보처리 의무 준수의 출발점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consent)를 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514) 이를 위반할 경우, 컨트롤러에게 상
당한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이 부과된다.515) 동의는 정보주체에게 구
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정보주체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술
(statement) 또는 적극적 행동(affirmative action) 등을 통해 분명한 의사표
시(unambiguous indication)를 해야 명시적 동의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다.516) 추가적으로 컨트롤러는 그러한 개인정보처리 방식에 대해 정보주체가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갖는바,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분명·간결
하고, 이해하기 쉽고, 불공정한 용어 사용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517) 반면
정보주체에게는 이러한 동의에 대한 철회권이 보장된다.518)
개인정보보호법(GDPR)에는 개인정보보호지침(DPD) 대비 정보주체의 권
리를 확대·강화하는 여타 규정도 존재한다. 가령, 동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삭
제권(right to be forgotten),519) 처리제한권(right of restriction of
processing),520)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521) 프로파일링(profiling)522)
등 자동화 처리에 따른 결정 거부권523)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Directive No. 95/46/EC.
514) Article 6.1(a), REGULATION (EU) 2016/679.
515)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 Article 83.5, REGULATION (EU)
2016/679.
516) “‘consent’ of the data subject means any freely given, specific, informed and unambiguous
indication of the data subject’s wishes by which he or she, by a statement or by a clear
affirmative action, signifies agreemen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lating to him or
her.” Article 4(11), REGULATION (EU) 2016/679.
517) Article 7.1, 7.2, REGULATION (EU) 2016/679.
518) Article 7.3, REGULATION (EU) 2016/679.
519) 정보주체가 원할 때 자신에 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이며, 삭제요구 권한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Article 17.1, REGULATION (EU) 2016/679.
520) 정보주체가 원칙적으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권리이며, 개인정보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보유만 할 수 있다. Article 18. REGULATION (EU) 2016/679.
521) Article 20, REGULATION (EU) 2016/679.
522) “개인의 사적 측면에 대한 평가, 특히 직장 내 업무수행능력,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성향, 신뢰성, 행태,
위치 또는 이동경로 등의 분석이나 예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자동 처리”로 정의된다. Article 4.4,
REGULATION (EU) 2016/679.
523)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갖거나 그와 유사하게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프
로파일링 등 자동화 처리에 의한 결정(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을
적용받지 않을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Article 22,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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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동권 규정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활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
거규정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해
줄 것을 컨트롤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개인정보는 기계 판독이 가
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524)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공유·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
한다. 즉 개인정보의 이동권은 소수 기업들525)이 독점해온 개인정보처리 권한
을 정보주체인 개인 및 여타 경쟁주체들에게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제3
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기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를 위
한 조항들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PD)하에서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컨트롤러의 책임은 암묵적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개인정
보보호법(GDPR)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적법·공정·투명성(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목적 제한(Purpose limitation), 개인정보처
리 최소화(Data minimisation), 정확성(Accuracy), 보유 기간 제한(Storage
limitation), 무결성 및 기밀성(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등 여섯 가지
근간원칙526)을 규정하고, 컨트롤러에게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근간원칙에
대한 준수와 준수 입증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527) 특히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되
는 처리활동 문서화,528) 처리시스템 설계 및 기본설정,529) 정보보호관(DPO:
524)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which he or she has provided to a controller,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and have the right to transmit those data to another controller
without hindrance from the controller to which the personal data have been provided …후
략….” Article 20, REGULATION (EU) 2016/679.
525)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대규모 정보수집업체(data aggregator)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526) Article 5.1(a)~5.1(f), REGULATION (EU) 2016/679.
527) “The contro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d be able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paragraph 1 ('accountability').” Article 5.2, REGULATION (EU) 2016/679.
528) 기업의 종업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처리 활동을 문서화하여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민감정보의 처리,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기업은 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 활동
을 문서화해야 한다. Article 30, REGULATION (EU) 2016/679.
529) 개인정보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트롤
러 및 프로세서가 취해야 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Article 25,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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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tection Officer),530) 행동규약과 인증(codes of conduct and
certification)531) 등 조문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PD)에 비해 기업의 개
인정보보호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2. EU GDPR의 주요 쟁점
가. 역외적용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은 그 실질적 적용범위를 개인정보의 처리
(processing)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첫째, 기존 지침상의 규제주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기초
해 국내법을 제정하는 회원국(Member State)이다.532) 이는 회원국이 동 지침
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동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국내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
지침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주체(컨트롤러)와 처리 주체(프로세서)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양자 모두를 규제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533) 이는
동 지침 제정 당시만 해도 컨트롤러가 개인정보처리를 프로세서에게 아웃소싱
(outsourcing)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
존 지침은 ‘역외 주재 컨트롤러’534) 가운데 EU 역내 회원국 서버 등 자동화기
(EU) 2016/679.
530)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정보보호관리관(DPO)을 지정해야 한다. (i)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
관의 경우(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은 예외) (ii)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주요 활동이 정보주체를 포괄
적, 정기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 또는 민감정보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 정보에 대한 ‘대규모’의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Article 37, REGULATION (EU) 2016/679.
531)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기업의 동법 준수에 대한 효과적 입증을 도모하기 위해 ‘승인된 행동규약 및 인증
제도(approved codes of conduct and certification mechanisms)’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
규약 및 인증제도 채택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 보장 향상은 물론, 제3자
와의 계약 체결 시 행동규약 및 인증제도 확인을 통해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자세한 내용은 Article 40-43, REGULATION (EU) 2016/679 참고.
532) Article 4.1, Directive No. 95/46/EC.
5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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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automated equipment)를 활용하는 역외 주재 컨트롤러만을 그 적용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535) 결국 EU 역내에 소재한 서버 등 자동화기기를 활용하
지 않는 역외 주재 컨트롤러는 동 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역내 자동화기기를 활용하는 역외 주재 컨트
롤러에게 그러한 자동화기기가 소재한 회원국 내에 ‘대리인(representative)’536)
을 서면(writing)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37) 여기에서 역외 주재의 판
단기준인 사업장(establishment)이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기존 지침
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법(GDPR) 어디에도 사업장에 관한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주요 사업장(main establishment)’
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538) 이에 따른 ‘사업장’은 컨트롤러의 실질적 영
업활동에 필요한 서버 등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 소재지가 아닌 ‘행정
소재지(place of administration)’이다. 기존 지침상의 사업장은 행정활동 수
행 목적을 위한 사무실(office)로 해석된다.
이는 기존 지침이 컨트롤러의 사업장 개념을 OECD 결정에 따라 규정하고

534) 역외 컨트롤러는 EU 역내에 ‘사업장(establishment)’이 없는 컨트롤러를 말한다. 이하에서 좀 더 상술한다.
535) Article 4.1(c), Directive No. 95/46/EC.
536) 개인정보보호지침(DPD)에는 ‘대리인(representative)’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개인
정보보호법(GDPR)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서면으로 지정한 EU 역내에 주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
로서, 동법의 개별 의무와 관련하여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를 대리하는 자(a natural or legal person
established in the Union who, designated by the controller or processor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27, represents the controller or processor with regard to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4(17), REGULATION (EU) 2016/679.
537) Article 4.1(c), 4.2, Directive No. 95/46/EC. 역내 회원국 영토가 아니더라도 회원국의 실효적 법적 관할
권 행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컨트롤러도 물론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역외적용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538) “‘main establishment’ means: (a)as regards a controller with establishments in more than one
Member State, the place of its [central administration] in the Union, unless the decisions on
the purposes and means of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re taken in another
establishment of the controller in the Union and the latter establishment has the power to
have such decisions implemented, in which case the establishment having taken such
decisions is to be considered to be the main establishment; (b)as regards a processor with
establishments in more than one Member State, the place of its [central administration] in the
Union, or, if the processor has no central administration in the Uni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cessor in the Union where the main processing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the
activities of an establishment of the processor take place to the extent that the processor is
subject to specific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Article 4(16),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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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OECD 모델조세협약(Model Tax Convention)’ 제5조(고
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
는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고정)사업장이라고 규정해
왔다.539) 그런데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이러한 전통적 정의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OECD는 내부 논의를 거쳐 중요한 결
론을 내리게 되었다. OECD 재정위원회(Fiscal Affairs Committee)는 2000
년 12월 기업의 필수적 또는 핵심적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서버 등 컴퓨
터기기(computer equipment, such as a server)”를 (고정)사업장이라고 결
정한 바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조합인 인터넷 웹사이트는 (고정)사
업장이 아니라고 결정했다.540) 흥미로운 사실은 OECD 관련 보고서에 기존
지침에 언급된 ‘자동화기기(automated equipment)’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언급하는 자동화기기가
서버 등 컴퓨터기기임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함을 의미한다.541)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지침은 OECD 재정위원회 결정을 준용함으로써 컨트
롤러가 활용하는 자동화기기가 역내 회원국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컨트롤
러의 사업장(establishment)으로 간주함으로써 역외 주재 컨트롤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기존 지침은 역외 주재 컨
트롤러가 역외 소재 서버 등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지침이 이러한 역외 주재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실효적 관할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보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리하자면,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al claim)’
을 전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지침에 따른 역내 대리인 지정이 OECD 기준
539)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OECD(2017).
540) OECD(2001), pp. 82-83.
541) “Whilst a location where [automated equipment] is operated by an enterprise may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untry where it is situated (see below), a distinction needs
to be made between [computer equipment], which may be set up at a location so as to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the data and software
which is used by, or stored on, that equipment.” Ibid,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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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으로 역내에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컨트롤러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역내 자동화기기를 활용하는 컨트롤러는 국경간 공급이
아닌 상업적 주재에 기초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라고 간주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판례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역내
자동화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적
용대상이라고 평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역외적용을 전제로 해야 한
다는 결정이다.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Google Spain vs. AEPD 사안’에서 역내 사업장(행정 소재지)에
서 개인정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 사업장의 활동이 온라인서비스 사
업자의 개인정보처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정보처리
가 역내 사업장(행정 소재지)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
호지침이 적용된다고 보았다.542) 동 판결 내용은 추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
적용 규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대조된다. 우
선, 역내 회원국이 보유해온 국내법 제정에 대한 재량권 여지를 일축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를 충실히 반영·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543) 이는 EU 역내에서는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규제 동조화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명백한 역외적
용에 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주재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544) 등 컨트
롤러와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설비(자동화기기) 소재지가 역외이더라도 개

542) CJEU, case C-131/12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AEPD) and Mario Costeja Gonzalez), judgment of 13 May 2014, ECLI:EU:C:2014:317,
para. 60.
543)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Article 99(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REGULATION (EU) 2016/679.
544) Article 2.4,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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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다.545) 즉 역내에 실질적 영업활동이 아닌 단순 행정
업무 처리 목적의 사무실(office) 공간만을 두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역외
자동화기기(사업장)를 이유로 동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역내
에 개인정보 처리설비는 물론이고 단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실조차 없이
모든 면에서 철저히 EU의 관할권 밖에 주재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도 동법
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역내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offering)하
기 위해 또는 역내 정보주체의 행위를 모니터링(monitoring)546)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547)
정리하자면, 서비스무역 차원에서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은 서버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자동화기기가 역내에 위치함으로써 상업적 주재 방식으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간주하기에 적합한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된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임에 반해,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법적
으로 역내에 사업장 없이 ‘국경간 공급(cross-border)’ 방식에 기초해 철저하게
EU의 실효적 관할권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국내규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al
claim)’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역내 대리인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역외적용은 앞서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주
체를 공히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는 서버 등 자동화기기는 역외에 소재하나,
역내에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사무실을 유지하는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이
545) Article 3.1, REGULATION (EU) 2016/679.
546) 모니터링의 대표적 사례는 ‘쿠키 프로파일링(cookie profiling)’이다. 여기에서 쿠키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
문기록 등을 저장한 정보파일로서,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접속 시 해당 웹사이트 서버가 방문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하는 ID, 비밀번호, 사이트 정보 등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서버가 방문자 웹브라우저에 보내는 정보이
지만, 이를 서버가 회수할 수도 있다. 일시적 쿠키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쿠키를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전반적인 웹사이트 이용 행태 및 특징을 파악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에 해당된다.
547) Article 3.2,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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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는 역내에 서버 등 자동화기기는 물론이고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그 어떤 형태의 사무실 공간조차 유지하지 않는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이다. 이
가운데 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은 EU의 실효적 관할권 행사를 위한 가시적 역내
주재(residency) 근거가 전혀 없는 두 번째 유형의 역외 주재 컨트롤러 및 프
로세서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548)
한마디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은 국경간 공급방식에 기초함으
로써 실효적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준수를 법적·기술적으로 요구
하기 어려운 역외 주재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등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 부과
되는 의무이다.549) 즉 역내 자연인의 개인정보가 역외 소재 자동화기기를 통해
처리되더라도 역내에 행정업무 처리 목적의 사무실을 유지하는 컨트롤러 및 프
로세서에게는 역내 대리인 지정이 불필요하다. 상식적으로도 사무실을 유지하
는 역외 주재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사무실 상주 인력을 활용해 개인정보보
호법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역내 대리인을 지정
할 이유가 없다.
역내 대리인은 EU 역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550) 또한
역내 대리인은 정보주체들이 거주하는 역내 회원국 중 어느 일국에 거주(주재)
하는 것으로 족하다.551) 정보처리 대상 정보주체들이 복수의 역내 회원국에 걸
치는 경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는 해당 역내 회원국들 중 어느 한 국가 소속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된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유
념해야 할 대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역내 대리인 자격요건을 굳이 법인에만 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역내 대리인을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컨
설팅회사의 전문가 등 자연인으로 지정해도 무방하나, 그러한 자연인에게 사업
548) “다만 (i) 정보처리가 간헐적이고, …중략… 처리 규모가 작아 …중략…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
래할 가능성이 낮거나, (ii) 정보처리 주체가 공공기관·기구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됨으로써 역내 대리인 지정
이 요구되지 않는다.” Article 27.2, REGULATION (EU) 2016/679.
549) “Where Article 3(2) applies, the controller or the processor shall designate in writing a
representative in the Union.” Article 27.1, REGULATION (EU) 2016/679.
550) Article 4(17), REGULATION (EU) 2016/679.
551) Article 27.3,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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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역내 대리인의 역할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차원에서 정보처리와 관련된 모
든 현안에 관하여 역외 주재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를 대신해 정보주체 및 규
제당국(supervisory authorities)에 협조하는 것이다.552) 즉 개인정보보호법
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연락·접촉창구가 역내 대리인의 역할이다. 그렇
다면 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
는 주체일까? 이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장은 일견 분명하지 않다. 원칙
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recitals)은 “지정된 대
리인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enforcement
actions)’ 대상이다.”553)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본문
을 통해 대리인 지정을 이유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을 뿐,554) 그 어디에서도 대리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규정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동법의 본문 내에 관련된 실체규범이 부재한 이상 컨트롤러나 프로세
서의 대리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1)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적용대상 지역은 28개 역내 회원국(EU Member
552) “The representative shall be mandated by the controller or processor to be addressed in
addition to or instead of the controller or the processor by, in particular, supervisory
authorities and data subjects, on all issues related to processing, for the purpose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this Regulation.” Article 27.4, REGULATION (EU) 2016/679.
553)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 should be subject to enforcement proceeding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by the controller or processor.” Ibid.
554) “The designation of a representative by the controller or processor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legal actions which could be initiated against the controller or the processor themselves.”
Article 27.5,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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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를 포괄하는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555)이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IV장에는
EEA 역내로부터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동
지침은 국제무역을 위해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cross-border flows)이 필
수적이지만,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적정한 보호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이 보장될 경우에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556) 이는 개인정보 국
외이전 희망 대상국에 대한 일종의 인증제로 이해될 수 있는바, 이를 흔히 ‘적
정성심사(adequacy test)’라고 부른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적정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국가
(군)와 그렇지 않은 국가(군) 간 차등대우를 위한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있
다.557) 적정한 보호수준을 갖추지 못한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원칙적
으로 불허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 지침 제26조하의 ‘예외(Derogations)’
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558) 이러한 예외는 (i) 적정한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소속된 기업(컨트롤러)이 적정한 보호수준을
충족하는 경우559)와 (ii) 국가 및 그 소속 기업 모두 적정한 보호수준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560)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적정한 보호수준’의 개념과 평가기준이 무엇일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는 그에 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유럽 판례법은 제3국 법
제가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No. 95/46/EC)에 의해 EU 내에서 보장
되는 수준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that is essentially equivalent to
that guaranteed within the EU by virtue of Directive 95/46)”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561) 개인정보보호지침하의 제3국의 적정한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555)
556)
557)
558)
559)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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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간략히 ‘EEA’로 지칭한다.
Recital 56, Article 25.1, Directive No. 95/46/EC.
Article 25, Article 26, Directive No. 95/46/EC.
Recital 57, Directive No. 95/46/EC.
Article 26.2, 26.3, 26.4, Directive No. 95/46/EC.
대표적인 경우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 합
의된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이다. Article 26.1, Directive No. 95/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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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히 말해 국가 전체에 대한 평가에 의하기보다 이전되는 데이터(개인정
보) 사안별 분석에 의한다.562) 즉 개인정보의 성격, 처리 목적 및 기간, 개인정
보의 출처 및 귀착 장소, 해당국 내에서 발효 중인 일반법 및 특별법 규정, 해당
국 내에서 준수되는 직업윤리 규정 및 보안조치 등 개인정보 이전 작업
(operations)과 관련된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이전되는 데이터 사안별로 제3
국 보호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563)
적정한 보호수준에 대한 결정주체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또는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supervisory authorities)이다.564) EU 집행위원
회와 역내 회원국은 상호간 적정한 보호수준에 미달하는 제3국에 관한 심사결
과를 공유한다.565) 이는 동일한 개인정보 역외이전 사안에 대해 EU 집행위원
회와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이 중복하여 제3국의 적정한 보호수준 여부를 결정
또는 승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EU 집행위원회가 어떤 제3국이 특정
유형의 데이터(군)에 대해 적정한 보호수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하면, 역내 회원
국도 그러한 유형의 데이터(군)의 제3국 이전을 불허해야 함을 의미한다.566)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적정한 보호수준에 미달한다고 판정된 제3국
에게 미비점 보완을 통한 구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에 그에
관한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567)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해
561) CJEU, case C-362/14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judgment of 6
October 2015, ECLI:EU:C:2015:650, para. 73.
562) “This procedure involves a case-by-case analysis of data transfers or sets of transfers rather
than an overall country assessment.” Murray(1997), p. 964.
563)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protection afforded by a third country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a data transfer operation or set of data transfer
operations; particular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nature of the data, the purpose and
duration of the proposed processing operation or operations, the country of origin and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the rules of law, both general and sectoral , in force in the third country
in question and the professional rules and security measures which are complied with in that
country.” Article 25.2, Directive No. 95/46/EC.
564) Article 25.1, Article 25.6, Directive No. 95/46/EC.
565) Article 25.3, Directive No. 95/46/EC.
566)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rticle 25.4, Directive No. 95/46/EC.
567) Article 25.5, Directive No. 95/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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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심사를 통과한 국가는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568) 페로제도
(Faeroe Islands), 건지(Guernsey), 만(Isle of Man), 이스라엘, 저시(Jersey),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 미국569) 등 총 12개국이다.570) 이 가운데 미국과
의 협상을 통해 2000년 채택된 협정이 소위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
이다. 그런데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동 협정이 EU가 기대하는 개
인정보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동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571) 이에 따라 EU와 미국 간 수정·보완된 신규 협정이 ‘Privacy Shield’이다.
기업(컨트롤러) 단위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상의
근거조항은 제26조(Derogation, 예외)이다.572) 동 조항은 적정성 결정을 득
한 바 없는 국가 또는 적정성심사에 탈락한 국가들에 소속된 개별 기업이 적정
한 보호수준을 충족할 경우를 위해 마련된 예외적 구제조치(remedial
measures)를 규정한다. 이는 그러한 제3국 기업이 EU 또는 역내 회원국 차원
에서 요구하는 ‘특별조치(adhoc measures)’ 준수를 약속하는 경우에 허용된
다. 이 특별조치는 크게 충분한 보호조치(sufficient safeguards)와 적절한 보
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로 구분된다.
우선, EU 집행위원회의 사전승인에 의하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을 채택한 제3국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충분한
568)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02/2/EC : Commission Decision of 20 December 2001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t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vided by the Canadi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1) 4539).
569) 개인정보 수취자(recipients)가 ‘Privacy Shields’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된다.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notified under document C(2016) 4176.
570) Intersoft Consulting, “GDPR, Third Coungries”(검색일: 2018. 9. 23).
571) Determann(2016).
572) 제26조(Derogation)에는 제3국 정보보호 수준의 적정성 및 제3국 기업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a) 정보주체가 명시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 (b)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한 계약 전 조치 이
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c)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컨트롤러와 제3자 간 체결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
인 경우 (d)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또는 법적 권리의 확립·행사·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e)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f) 일반대중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개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련법제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기록물(register)로부터 이전되는 경우로서, 법이 명시하는
조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rticle 26.1, Directive No. 95/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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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된다.573) 다음으로, 역내 특정 회원국 감독기
관이 사후 승인한 제3국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규정은 적절한 보호조
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된다.574)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2
조가 언급하는 ‘적절한 계약조항(appropriate contractual clauses)’은 역내
특정 회원국 감독기관이 사후 승인한 제3국 기업의 내부관리규정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를 ‘기업의무규칙(BCRs: Binding Corporate Rules)’이라고
부른다. 다만 다른 회원국 또는 EU 집행위원회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기업의무규칙(BCRs)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EU 집행위원회
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당초 기업의무규칙을 승인한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575)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대체로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의 접근방
식과 대동소이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련 조문을 구체화·체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요소들도 추가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
호법은 개인정보 이전 대상지를 제3국으로 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제3국의 영토(territory) 또는 특정 부문(specified sectors), 국제기구 등으
로 확장하고 있다.576)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전 체결한 개인정보 역외이
전에 관한 협정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경과 조문(transitional clause)도 도입
하고 있다.577)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한 경로는 크게 네 가지이다.
573)
574)
575)
576)

Article 26.4, Directive No. 95/46/EC.
Article 25.2, Directive No. 95/46/EC.
Article 25.3, Directive No. 95/46/EC.
“A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a third country or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may take place
where the Commission has decided that the third country, a territory or one or more specified
sectors within that third country, or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question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Article 45.1, REGULATION (EU) 2016/679.
577) Article 90,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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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경로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받은 경우,578) 두 번째
경로는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579) 세 번째 경로는 ‘예외(derogation)’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580) 네 번
째 경로는 제3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이전을 판결·결정하는 경
우581) 등이다. 이는 당초 ‘예외’ 요건에 포함되어 있던 ‘적절한 보호조치’를 별
도 조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다르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차별성은 조문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
다. 네 번째 경로를 규정한 제48조(Transfers or disclosures not authorised
by Union law)는 당초 지침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문이다.582) 이는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글로벌
감시프로그램(PRISM)에 대한 스노든(Snowden)의 폭로를 계기로 도입된 조
문으로서, 특히 제3국(미국) 정보기관의 초국가적 감시프로그램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국제법 일탈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
다.583) 제3국 법원 판결 또는 행정기관 결정에 따라 역내 자연인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승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EU
가 이를 있는 그대로 용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
국 법원 판결 또는 행정기관 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제3국과 EU 또는 역내 회원
국간 공조협정(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584)에 의하지 않고서는 역내
자연인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585) 이하
578)
579)
580)
581)
582)
583)
584)

Article 45,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6,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9,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8, REGULATION (EU) 2016/679.
자세한 설명은 Recital 115, REGULATION (EU) 2016/679을 참고할 것.
Meyer(2015. 8. 27), “Industry Issues Plea Over Data Reform,”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5).
예컨대, 국제분쟁 조정을 목표로 탄생한 ‘헤이그조약(Hague Convention)’이 과거 EU 역내 회원국이 관련된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585) “Any judgment of a court or tribunal and any decision of an administrative authority of a third
country requiring a controller or processor to transfer or disclose personal data may only be
recognised or enforceable in any manner if based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such as a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in force between the requesting third country and the Union or
a Member State …후략….” Article 48,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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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한 적정성 결정, 적절한 보호조치, 예외 요건 등
나머지 세 가지 경로에 따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해 상술한다.

가) 적정성 결정에 의한 역외이전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최종결정으로
서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승인 등 별도의 추가적 절차 없이 역내 전체에서 효
력을 발휘하며,586) 이 경우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3
국, 제3국 일부 지역(a territory) 및 특정 부문(specified sectors) 또는 국제
기구를 대상으로 한다.587) 적정성 평가 시 고려되는 요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45.2조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588)
개인정보보호법 제45.2조에는 (i) 공공안전(public security)·국방(defense)·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형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에 관한 일반
법·특별법 및 그 집행현황, 개인정보의 재이전(onward transfer)·정보보호·
직업윤리·보안조치 등에 관한 법제현황, 판례법,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 보
장, 이전 대상 개인정보의 주체를 위한 실효적 행정·사법 구제조치589) (ii) 정
보보호규정 이행(compliance)을 담당·관리하면서 독립적 집행력을 통해 정
보주체의 권리 행사 지원 및 EU 회원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한 감독기관
의 유무590) (iii)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법적·도의적 준수 의무를 수반하는
국제협약 이행 유무591)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 4년 단위로 해당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모
든 상황을 점검하여 기존 적정성 결정 유지 여부를 판단하며,592) 적정성 결정

586) “Such a transfer shall not require any specific authorisation.” Article 45.1, REGULATION (EU)
2016/679.
587) Article 45.1, REGULATION (EU) 2016/679.
588) 개인정보보호법 제45.2조는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2조의 구체화 조문에 해당된다.
589) Article 45.2(a), REGULATION (EU) 2016/679.
590) Article 45.2(b), REGULATION (EU) 2016/679.
591) Article 45.2(c), REGULATION (EU) 2016/679.
592) Article 45.3,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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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다.593) 만일 EU 집행위원회가 더 이상 기존 결정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소급효(retro-active effect)’ 없이 기존 결정의 철회(repeal), 수정
(amend) 또는 정지(suspend)가 가능하다.594) 기존 결정의 철회, 수정 및 정
지 시,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야기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595) 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제3
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해 내린 기존 결정의 철회, 수정 또는 정지에도 불구하고
상기에서 언급한 나머지 세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승인된596) 개인정보의 제3
국 이전에 관한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597)

나)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역외이전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는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
정이 부재 또는 가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등 민간기업에게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이다. 다만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반드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실효적 법적 구제수단
제공을 조건으로 허용된다.598)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크게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599)의 승인 없이 가능한 경우와 역내 회원국 ‘대표
감독기관(competent supervisory authority)’600)의 승인에 의해 가능한 경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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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4,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5.5,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5.6, REGULATION (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제46조(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제47조
(Binding corporate rules), 제48조(Transfers or disclosures not authorised by Union law) 및 제49
조(Derogations for specific situations) 등에 의한다.
“A decision pursuant to paragraph 5 of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e third country, a territory or one or more specified sectors within that third country,
or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question pursuant to Articles 46 to 49.” Article 45.7,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6.1, REGULATION (EU) 2016/679.
제51조(Supervisory authority)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에 설립된
하나 이상의 독립공공기관을 의미한다. Article 4(21), REGULATION (EU) 2016/679.
역내 회원국 내에 복수의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대표감독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Article
51.3,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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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적절한 보호조치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 or bodies) 간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협약(legal
instrument)이다.601) 두 번째 유형은 ‘기업의무규칙(BCRs)’이다.602) 동 기업
의무규칙은 이미 역내 회원국 대표감독기관 승인을 받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의 내부관리규정이므로603)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추가적 승인을 요하지 않
는다. 세 번째 유형은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표준정보보호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이다. 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PD)에서도
존재해오던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604)과 사실상 동
일한 개념으로서, EU 집행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채택한 제
3국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충분한 보호조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605) 네 번째 유형은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이 채택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승
인한 ‘표준정보보호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이다.606) 다섯
번째 유형은 제40조(codes of conduct)607)에 따라 승인되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서약(commitments)한 ‘거래윤리규약

601)
602)
603)
604)
605)
606)
607)

Article 46.2(a),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6.2(b),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7.1(a),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26.4, Directive No. 95/46/EC.
Article 47.1(c),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47.1(d), REGULATION (EU) 2016/679.
거래윤리규약(code of conduct)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부합하는 내부관리규정 준비 역량이 부족
한 정보처리 분야의 미소기업(micro-sized enterprises) 및 중소기업을 위한 경로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분
야의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를 대표하는 협회 등은 거래윤리규약 초안(draft)을 준비하여 EU 역내 관련 회원
국의 대표감독기관에 제출한다. 동 대표감독기관은 해당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전달 과정을 거쳐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초안을 승인·공시한다. 이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정보처리 활동이
EU 역내의 단일 회원국에 한정되는 경우이다. 만일 거래윤리규약 초안의 검토 결과, 거래 내용이 복수의 역내
회원국에서의 정보처리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EU 차원의 추가적인 절차(일관성 메커니즘, consistency
mechanism)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동 대표감독기관은 먼저 거래윤리규약 초안에 대해 유럽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의 의견을 구한다.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가 해당 초안
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이사회는 그러한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최
종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가 긍정적 판단을 내린 거래윤리규약 초안에 대해 시행령
(implementing act) 형식으로 적정성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한다. Article 40,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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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conduct)’이다.608) 이는 역내 회원국의 대표감독기관 또는 EU 집행
위원회가 이미 충분한 보호조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추가적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유형은 제42조
(certification)609)에 따라 승인되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보호
법 준수를 서약한 ‘인증제(certification mechanism)’이다.610)
한편 역내 회원국 ‘대표감독기관’ 승인을 요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는 개인정
보 역외이전을 원하는 주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보호조치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역외의 다른
당사자611)와 체결하는 상업적 계약(contracts)상의 조항(clauses)에 의해, 또
는 역내 공공기관이 역외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행정협약(administrative
arrangements)상의 조문(provisions)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612) 이와 관련
하여 유념해야 할 부분은 역내 회원국 대표감독기관 승인만으로는 역내 자연인
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정보보호법상의 ‘일관성 메커니즘(consistency mechanism)’이 요구하는 절
차를 밟아야 한다.613)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일관성 메커니즘의 근본취지는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U 집행위원회 등 EU 전체 차원의 공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608) Article 47.1(e), REGULATION (EU) 2016/679.
609) 거래윤리규약과 유사하게 인증제(certification mechanism)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부합하는 내부관리
규정 준비 역량이 부족한 정보처리 분야의 미소기업(micro-sized enterprises) 및 중소기업을 위한 경로이
다. 하지만 인증 사실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조
건이므로 인증 사실에 더해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 서약(commitments)을 해
야만 층분한 보호조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인증 의무 미충족 시 철
회가 가능하다. 만일 거래 내용이 복수의 역내 회원국에서의 정보처리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EU 차원의
추가적인 절차(일관성 메커니즘, consistency mechanism)를 거쳐야 하는 것도 거래윤리규약의 경우와 동
일하다. Article 42, REGULATION (EU) 2016/679.
610) Article 47.1(f), REGULATION (EU) 2016/679.
611) “controller, processor or the recipient of the personal data in the third country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제3국에 주재하는 컨트롤러, 프로세서 및 기타 개인정보 수취자(recipient)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Article 46.3(a), REGULATION (EU) 2016/679.
612) Article 46.3, REGULATION (EU) 2016/679.
613) Article 46.4,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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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규정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614) 즉 일관성 메커니즘의
취지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집행 및 해석에 대한 일차적 소관기관이 역내 각
회원국의 감독기관(supervisory authority)인 상황에서615) 자칫 그러한 감독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 집행하거나 해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함에 있다. 일관성 메커니즘 발동 기준은 역
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결정이 복수의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의 정보처리 활동과
관련됨으로써 다수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이다.616) 이러한 결정
은 필히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에 신고되어야 하며, 동 이사회는 신
고일로부터 8주 이내617)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해당 감독기관과 EU 집행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618)
결론적으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 승인을
요하지 않는 적절한 보호조치와 대조적으로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 승인에 의하
는 민간기업 간 상업적 계약조항 및 공공기관 간 행정협약 조문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적정성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들 사안에 대한
역내 회원국 대표감독기관 승인 결정에 내재하는 오류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승인 결정만으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허용될 경우 다수의 역내 정보주체들
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예외(derogation) 요건에 의한 역외이전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49조(Derogations for specific situations)는
614) Article 63.1, REGULATION (EU) 2016/679.
615)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은 특히 거래윤리규약(code of conduct), 인증(certification), 계약조항(contractual
clauses), 기업의무규칙(BCRs), 정보보호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 일부 적절한 보호조치의 승인(authorization of some appropriate safeguards) 등을 담당
한다.
616) “That mechanism should in particular apply where a supervisory authority intends to adopt a
measure intended to produce legal effects as regards processing operations which substantially
affect a significant number of data subjects in several Member States.” Recital 135, REGULATION
(EU) 2016/679.
617)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4주로 연장된다. Article 64.3, REGULATION (EU) 2016/679.
618) Article 64.3~64.5,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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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결정 또는 적절한 보호조치 부재 시에도 개인정보의 제3국 또는 국제기
구로의 역외이전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한정적 목록
(exhaustive list)619)을 제시하고 있다. 동 한정적 목록은 개인정보보호지침
(DPD) 제26조(Derogation) 1항 조건들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동 한정적 목
록에 열거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예외적으
로 가능한 경우620)를 밝혀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컨트롤러는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에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9조
에 따른 예외적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적정성 결정 또는 적절한 보호조치에 기
초한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불가한 경우를 위한 부차적 구제 경로로서 경우에
따라 활용 여지가 제한될수 있다. 예컨대 EU 또는 역내 회원국은 중대한 공익
(public interests)을 이유로 민감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621)

619) “(a) 정보주체가 적정성 결정 및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이전에
대한 위험을 고지받은 후, 정보주체가 이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b)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 계약 이행
을 위하여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취해진 계약 전 사전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정보 이전을 하여야 하
는 경우 (c)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컨트롤러와 그 밖의 개인이나 법인 간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보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 (d) 중요한 공익상 이유로 정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e) 법적 권리의
확립·행사·수호를 위하여 정보 이전이 필요한 경우 (f) 정보주체가 물리적 또는 법률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이전이 필요한 경우 (g) 개인정보가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목적이거나 일반 국민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3
자가 참조(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 기록부로부터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명시된 참조의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p. 146; 원문은 Article 49.1,
REGULATION (EU) 2016/679을 참고할 것.
620) “개인정보 이전이 간헐적이고 극소수 정보주체에만 관련되고,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권리 및 자유를 고려하더
라도 무시하기 어려운 컨트롤러의 긴급한 합법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정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시하는 경우(the transfer is not
repetitive, concerns only a limited number of data subjects,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compelling legitimate interests pursued by the controller which are not overridden by the
interests or rights and freedoms of the data subject, and the controller has assessed all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ata transfer and has on the basis of that assessment
provided suitable safeguard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rticle 49.1,
REGULATION (EU) 2016/679.
621) Article 49.5,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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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GDPR의 통상법적 논란 및 시사점
가. 역외적용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622) 제7조(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
e)623) 및 제8조(Protection of personal data)624)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의 일반법이며, 그 적용은 “식별된(identified) 또는 식별 가능한
(identifiable)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625)
EU GDPR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대표적 이유는 동법이 역외적
용에 의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3조(Territorial scope)는
EU 개별법의 적용범위를 초국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역외적용에 기초한 ‘일방적 상충규정(unilateral conflict rule)’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법 제3.2조는 역내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offering)하는 것 또는 역내 정보주체의 행위를 모니터링(monitoring) 하는
것과 연계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626) 역내에 개인정보처리
설비는 물론이고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실조차 없이 철저히 EU의 관할권
622) 유럽연합 시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명시한 단일 헌장으로서,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시민의 권리, 정
의 등 총 6개 분야(Title)의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은 1999년 독일의 제안에 따
라 2000년에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EU 관련기관과 역내 회원국 정부는 입법 시 동 헌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23)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or he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and
communication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2012/C
326/0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326/391, 26.10.2012.
62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2. Such
data must be processed fairly for specified purposes and on the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or some other legitimate basis laid down by law. Everyone has the right of
access to data which has been collected concerning him or her, and the right to have it
rectified; 3. Compliance with these rules shall be subject to control by an independent
authority.” Ibid.
625) Article 4(1), REGULATION (EU) 2016/679.
626) 요금(payment) 지불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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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주재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도 동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역내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offering)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공급자가 역내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주재하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
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한다.627) 컨트롤러, 프로세서 등
의 역내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기타 연락처를 단순 열람할 수 있다거나 역외
(제3국) 상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628) 반면 재화 및 서비스 검색이나 구매를 돕기 위해 하나 이상의 역내 회
원국 상용어 또는 화폐를 사용하거나 역내 고객이나 소비자(이용자)를 언급하
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간주된다.629)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는 동법이 EU 역내에는 “설립되지 않았지만
(not established)” 국제법에 기초해 역내 회원국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에 설
립된 컨트롤러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630) 그러한 지역
은 구체적으로 프랑스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631)과 네덜란드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632)을 의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EU 법령이 자동적으로 적용되
는 그러한 지역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범위 맥락에서 역외(제3국)라고 간주하
기 어렵다. 오히려 제3.3조의 실질적 적용대상은 EU 역외 해상을 운항하는 역
내 회원국 선박 또는 역내 회원국의 역외 ‘외교공관’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
다. 동법 전문도 그러한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다.633)
627)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such a controller or processor is offering goods or services to
data subjects who are in the Union, it should be ascertained whether it is apparent that the
controller or processor envisages offering services to data subjects in one or more Member
States in the Union.” Recital 23, REGULATION (EU) 2016/679.
628) “Whereas the mere accessibility of the controller's, processor's or an intermediary's website in
the Union, of an email address or of other contact details, or the use of a language generally
used in the third country where the controller is established, is insufficient to ascertain such
intention …후략….” Ibid.
629) “…전략… factors such as the use of a language or a currency generally used in one or more
Member States with the possibility of ordering goods and services in that other language, or
the mentioning of customers or users who are in the Union, may make it apparent that the
controller envisages offering goods or services to data subjects in the Union.” Ibid.
630) Article 3.3, REGULATION (EU) 2016/679.
631) Guyana, Guadalupe, Martinique, Mayotte, R union, Canaries 등.
632) Bonaire, Saba, Sint Eustatiu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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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부가 도입·시행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민간 경제주체는
크고 작은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는 국제무역
의 타방 당사자인 외국의 경제주체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즉 일국의 조치는 일
정 정도 역외적용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WTO 협정, FTA 등 여하
한 국제통상협정은 회원국 또는 협정당사국이 취하는 조치의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634)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국이 동원하는 조치가 역외적
용 효과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국제통상협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
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조치가 WTO 협정, FTA 등이 요구하는 실체규
범에 합치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WTO 법제하에서 역외적용이 문제되었던 분쟁선례도 극히 드물다. 그나마
‘미국-참치-돌고래 사안(US-Tuna-Dolphin I)’635)이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동 사안 패널은 GATT 제XX조(일반적 예외)(b)636)에 기초한 조치의 역외적용
효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637) “GATT가 더 이상 …중략… 다자통
상규범이기보다 동일한 국내규제(internal regulations)에 의하는 소수 체약
국단 간 무역에 한해서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638)
는 것이 당시 패널의 역외적용 반대 논거였다. 쉽게 말해, 모든 국가들이 제각
기 자신의 국내규제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는 상황은 국제적 혼란(chaos)

633) “Where Member State law applies by virtu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Regulation should
also apply to a controller not established in the Union, such as in a Member State’s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post.” Recital 25, REGULATION (EU) 2016/679.
634) Cooreman(2016), pp. 67-72.
635) GATT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US-Tuna-Dolphin I),
DS21/R 39S/155, 3 September 1991, unadopted.
636)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중략… ;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후략….” GATT 제XX조(b).
637) Panel Report, US-Tuna-Dolphin I, paras. 5.27 5.28.
638) “The General Agreement would then no longer constitute a multilateral framework for trade
among all contracting parties but would provide legal security only in respect of trade
between a limited number of contracting parties with identical internal regulations.” Panel
Report, US-Tuna-Dolphin I, para.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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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질서(anarchy)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639)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EU의 동향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EU는 역외적
용 요소를 내재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국제통상협정과의 양립성이 문제되
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640) 예컨대 EU 집행위원회가
향후 무역·투자협정(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에서 활용할 목적
으로 채택한 ‘국경간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평규범(Horizontal
provisions for cross-border data flows and for personal data
protection)’이 그것이다. 동 수평규범은 “각 당사국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
시 보호를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호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으며”641)
동시에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 보호조치에 의해 확보된 개인정보 및 프
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없다”642)고 기재하고 있다.

나. 적정성심사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는 서
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그 자체로 GATS의 적용대상이다.643) 좀
더 구체적으로, 적정성심사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measure of general application)”이
자644) 정보보호기준 충족을 평가하기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정성심사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국내

639) Schoenbaum(1992), p. 703.
640) O’Donoghue and McCluskey(2018. 4. 4),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Provisions for Crossborder Data Flows While Consultation on GDPR Article 49 Guidance Clo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5. 1).
641) “Each Party may adopt and maintain the safeguards it deems appropriat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후략….” Article B.2, Ibid.
64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afforded by
the Parties’ respective safeguards.” Article B.2, Ibid.
643) Reyes(2011), p. 10.
644)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광범위한 지리적 적용범위, 개인정보에 관한 포괄적 정의,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 처리
에 적용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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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등 주요 GATS 실체규범과 양립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정성심사는 서비스 공급방식 관점에서 특히 mode 1(국경간 공급),
mode 3(상업적 주재) 및 mode 4(자연인 주재)에 대해 공히 영향을 준다.645)
이와 관련하여 EU는 GATS하에서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는 컴퓨터 및 관련서
비스(CRS),646) 통신서비스,647) 여행사(travel agencies and tour operators),648)
컴퓨터예약시스템(computer reservation systems),649) 금융서비스650) 등
관련 서비스 분야 양허표를 통해 mode 1(국경간 공급), mode 2(해외소비) 및
mode 3(상업적 주재)에 대한 구체적 양허(specific commitments)를 기재한
바 있다. 특히 EU는 상기 서비스 분야 양허표에 다양한 제한조치를 기재했지
만, 개인정보 보호 또는 처리에 관한 한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에는 명시적으로
제한조치를 기재한 바가 없다.651)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 대해 공히 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S 국내규제(제VI조)의 적용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GATS 국내규제 요
건에 명백히 저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652) 하지만 적정성심사의 경우에는 최
645) Kuner(2015), p. 244.
646) EU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31 of 15 April 1994, s1.II. B c), d) and e).
WTO, “Schedules of Commitments and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참고.
647) EU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Supplement 3, GATS/SC/31/Suppl. 3 of 11 April 1997,
s2.C. WTO, “Schedules of Commitments and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참고.
648) EU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31 of 15 April 1994, s9.B. WTO, “Schedules of
Commitments and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참고.
649) Ibid, s11.C.d. WTO, “Schedules of Commitments and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18. 8. 3) 참고.
650) EU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Supplement 4 Revision, GATS/SC/31/Suppl.4/Rev.1.
WTO, “Schedules of Commitments and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참고.
651) 좀 더 구체적으로 EU는 국경간 공급(mode 1) 및 해외주재(mode 2) 방식을 통해 공급되는 은행서비스
(banking services)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양허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para. B.8에 기재된 “금융정보의 처리 및 이전에 대한 제한조치 금지 의무”를 양허대
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WTO, “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3).
652) Yakovleva and Irion(201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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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국내규제 등 GATS 실체규범과의 잠재적 상충요소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653) 이하에서는 적정성심사가 왜 그러
한 GATS 실체규범과의 양립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지를 우선 논하고,
그러한 경우 적정성심사가 GATS 제V조(경제통합) 또는 제XVI조(일반적 예
외)에 의해 효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1) 최혜국대우
GATT 및 WTO 판례법하에서 어떤 회원국이 특정국의 동종 서비스(like
services) 및 동종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 suppliers)와 비교해 다른
WTO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데이터 국외이전 조치를 강
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GATS 제II:1조 위반에 노출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동
종성(likeness)은 경쟁조건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과 직결된다. ‘추정 접근법
(presumption approach)’에 의하면, 국적을 달리하는 서비스(공급자)를 구
분(distinction)하는 경우 동종성이 일응(prima facie) 추정되므로654) 피소
국이 “국적(원산지)과 불가분의 관계인(inextricably linked to origin)” 다른
요인을 통해 상이한 국적의 서비스(공급자)들 간 긴밀한 경쟁관계 부재를 입증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일응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도 제3국 서비스(공급자)가 경쟁관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근거규정은 부재하다. 그뿐만 아니라 국적(원산지)과 불가분의 관계
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높고 낮음이 적정성심사 과정에서 제3국의 서비스(공
급자) 간 경쟁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적을 달리하는 서비스(공급자)들 간 동
종성이 부재하다는 언급도 전혀 없다. 즉 상이한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상이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인과관계가 국적과 무관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다.655)
653) Irion, Yakovleva, and Bartl(2016).
654)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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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은 EU 역내에서 보장되는 수준과 본질적으
로 동등한 수준을 충족하는 제3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선별적 우대 입장을,
역으로 그러한 보호수준에 미달하는 제3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불리한 대
우(treatment less favorable)’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는 개인
정보보호법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이 동종 서비
스(공급자)들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상, 국적을 달리하는 서비스(공급자)
들에 대한 구분이 최혜국대우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GATT 및 WTO 법리하에서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조치가
동종의 제3국 서비스(공급자)들 간 동등한 대우를 부여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라는 EU 법제의 목적과 효과(aims and effects)가 고려될 수 없
다는 사실도 GATS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을 더한다.656) 적정한 보호수
준을 갖춘 제3국에 대해 선별적 우대를 부여하는 것이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
을 통해 EU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한다는 목적 달성
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최혜국대우 위반 사실을 정당화하는 효과적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규정이 최혜국대우 위반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EU와 미국 간 체결된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 및 Privacy Shield가 거론되기도 한다. EU와 미국 간 세이프하버 협정이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적용이 국적을 달리하는 동
종 서비스(공급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EU 법원에 의한 세이프하버 협정의 효력
655) 이에 관해서는 이하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내용을 참고할 것.
656) “We see no specific authority either in Article II or in Article XVII of the GATS for the
proposition that the “aims and effects” of a measure are in any way relevant in determining
whether that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those provisions.” Appellate Body Report,
EC-Bananas III, para. 241; “This legal standard does not contemplate a separate and
additional inquiry into the regulatory objective of, or the regulatory concerns underlying, the
contested measure.”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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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는 EU가 다른 제3국 대비 미국에 대해 특별히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그
결과 불합리하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
는 것이다.657) 유사한 비판은 EU와 미국 간 새로이 체결된 ‘Privacy Shield’
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658)

2) 내국민대우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역내 컨트롤러와 역외 컨트롤
러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EU 역내에 주재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내에
서 처리하는 역내 컨트롤러 대비 역내에 주재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에
서 처리하는 제3국(역외) 컨트롤러에 대한 법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의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 주장을 일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법적 차별은 특히 ‘정부의 사찰(surveillance)’과 관련된다. 개인
정보보호법하에서 역내 회원국간 개인정보 이전은 자유롭다. 이는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회원국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지,
어떻게 열람하는지와 무관하다. 반면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여부를
평가하는 적정성심사에서는 해당 제3국 정부의 사찰 여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659) 이는 전형적인 ‘법적 차별(de jure discrimination)’로서 내국민대
우 위반 요소이다.
한편 EU가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정보처리와 유관한 서비스 전 분야에서 국
경간 공급(mode 1)에 대한 전면개방을 양허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서비스 분
657) Keller(2011), p. 353.
658) Kuner(2017), pp. 910-917.
659) “When assessing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protection, the Commission shall, in particular,
take account of the following elements: …중략… relevant legislation, both general and sectoral,
including concerning …중략… the access of public authorities to personal data …후략….” Article
45.2(a),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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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는 사실상의 차별도 용인될 수 없다. 물론 EU GDPR은 기본적으로 국내
규제라는 점에서 국경간 공급(mode 1) 방식에 의하는 제3국 서비스(공급자)
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3
국(역외)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합법적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
준수라는 추가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역내 회원국 소속의
컨트롤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동종성과 관련된다. 내국민대우 위반은 최혜국대우
위반과 유사하게 모종의 차별 대우가 ‘동종 서비스(공급자)’ 간에 존재하는 경
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특히 온라인서비스(공급자)의 동종성은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시장의 니즈(needs) 여하에 의존한다. 예컨대 개인정보에 대한 높은
보호수준에 대해 이용자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수
준이 서비스(공급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특성(characteristics)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온라인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를 평
가하는 데에 필히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고려한 경쟁관계 평가에 의해서는 동종이 아니라고 판단된 온라
인서비스(공급자)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으로 판단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 내 B2B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services) 분야에
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기업고객(enterprise customers)들의 빈번한
요구사항이 되어온 데이터 국내화(data localization) 여부가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를 변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660) 즉 B2B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와 관련해서는 역내 회원국에 서버를 설치한 서비스(공급자)와 이를 역외에 설

660) Irion(2015. 10. 23), “Cloud Services Made in Europe after Snowden and Schrem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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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서비스(공급자)가 동종 서비스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보호수준을 제공하는 역내 회원국에다가 개인정보 처리
용 서버를 설치한 역내 온라인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더
라도 내국민대우 위반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고객들(individual consumers)의 경우 한편으로는 프라이버
시 및 개인정보보호를 대단히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선
호에 역행하는 행태를 자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661) 이를 전제로 할
경우, 개인고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B2C 온라인서비스(공급자) 간의 경쟁관
계를 평가할 때에는 온라인서비스(공급자)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중요한 판
단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662)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고객을 주
된 대상으로 하는 B2C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규
정에 따른 EU 역내 서비스(공급자) 대비 역외의 제3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내국민대우 의무와 양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내국민대우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고려변수로 하
는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 평가에 근거해 EU 역내 서비스(공급자)와 역외
제3국 서비스(공급자)가 동종 서비스(공급자)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양자간
차별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장접근(market access)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제한조치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시장접근 양허
위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WTO 협정상 제3
국으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장접근 제한조치로 규정하
661)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제공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역설적 현상을 흔히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adox)’이라고 지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일순, 김현수
(2018) 참고.
662) “Hence, for business-to-consumer markets,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an likely not yet be
regarded a characteristic of a particular online service that would influence the outcome of
likeness.” Irion, Yakovleva, and Bartl(201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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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663)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제한조치가 국적 요건
(nationality requirement)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서비스(공급자)
의 시장접근에 대해 국적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공급자)의 시장진
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로쿼터(zero quota)’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로 미국-도박 사안(US-Gambling)의 상소기구는 외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시장진입 봉쇄, 즉 전면제한이 GATS 제XIV:2조(a) 및 (c)를 위반하는 제로쿼
터에 해당된다고 인용한 바 있다.664)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이 GATS
제XVI조에 저촉되는 시장접근 제한조치에 해당될까? 만일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을 적용한 결과 특정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동이 철저히 차단되는 상황
이 초래된다면, GATS 시장접근 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역외
이전 규정에 따르면 국가 단위에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통해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안적 경로를 열
어두고 있다. 추가적으로 적정성 결정 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공히 부재한 경
우에도 예외적 상황(derogations),665) 제3국의 법원 판결 또는 행정기관 결정
에 근거해서도666)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가능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개인
정보보호법이 적정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지 못한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전면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제로쿼터 등
GATS 시장접근 의무 위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63) 은행서비스(banking services) 분야에서는 금융정보의 처리 및 이전에 대한 제한조치 금지가 ‘시장접근 의무
(market access obligation)’로 기재되어 있다. WTO, “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para. B.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664)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s. 238, 251, 252.
665) Article 49.1, REGULATION (EU) 2016/679.
666) Article 48,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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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GATS 제VI:1조는 구체적 양허(specific commitments)를 행한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원국의 국내규제가 합리적
(reasonable), 객관적(objective), 공평한(impartial)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667) 따라서 EU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가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GATS 제VI조 저촉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전
면 부인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국가별·사안별 적정성심사가 절차적 공정
성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적정성 결정이 “언
제나 객관적·논리적이지 않으며, 완벽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다”668)고 비판한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적정성 결정이 없었던 국가들과 만(Isle of Man), 저시(Jersey) 등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들이 공히 영업 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유독 한국, 일본, 인도 등 다수 국가들만이 적정
성 결정을 받아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 GATS 제VI:2~VI:5조 등과의 양립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정성심사
자체가 인가(authorization), 자격요건(qualification requirement), 허가
요건(licensing requirement) 또는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들에 대한 저촉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
장이 있다.669) 하지만 적정성심사는 기본적으로 EU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
667)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GATS Article VI:1.
668) “…전략… are far from always being objective and logical, and do not provide a watertight
standard of data protection.” Kuner(2009), p. 271.
669) Yakovleva and Irion(2016),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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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준을 갖춘 국가에 대한 ‘인가’이다. 따라서 적정성심사 탈락 국가가 적기에
탈락 이유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적정성심사 중인 국가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제
때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GATS 제VI:3조670) 저촉 가능성이 없지 않
다.671)

5)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GATS 제V:1조는 “회원국이 양자간 또는 여러 당사자간 서비스무역을 자유
화하는 협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672)고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인
EEA(유럽경제지역)가 GATS 제V조 의미의 지역경제통합체라는 사실에는 이
론의 여지가 없다. EU가 WTO 서비스무역이사회(CTS)에 경제통합을 정식으
로 통보한 사실도 존재한다.673)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자
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협약,674) 개인정보보호지침(DPD), 개인정보보호법
(GDPR) 등으로 이어지는 EU 법제 발전사를 고려하더라도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는 EEA 및 EU 창설 과정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졌음을 부인하기 어
렵다. GATS 제V조가 적정성심사의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가
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675)은 이러한 사실들과 무관
하지 않아 보인다.

670) “Where authorization is required for the supply of a service on which a specific commitment
has been mad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Member shall,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considered complete unde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form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hall provide, without undue delay,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GATS Article VI:3.
671) Reyes(2011), p. 20.
672)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ny of its Members from being a party to or entering into
an agreement liberalizing trade in services between or among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GATS Article V:1.
673) WTO(1998a).
674)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Data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uropean Treaty Series-No. 108, Strasbourg, 28 January 1981.
675) Yakovleva and Irion(201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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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정당화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GATS 제V조의 의미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GATS 제V조에 관한 분쟁선례가 부재
하다는 것이다. 다만 GATS 제V조 상응 조문인 GATT 제XXIV조676) 제5항을
해석한 분쟁선례로서 ‘터키-섬유 사안(Turkey-Textiles)’이 존재한다.677) 동
사안 상소기구 평결에 따르면, GATT의 여타 실체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
도입을 GATT 제XXIV:5조에 근거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피소국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첫째는 해당 조치가 경제통합 출범 당시에 도입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해당 조치의 도입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경제통
합체 출범이 불가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678)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동처리
에 관한 개인보호협약과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각각 1981년과 1995년 채택된
바 있다. 참고로 개인정보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협약 또는 개인정보보호지
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라는 궁극적 지향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
호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적 구조 및 내용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는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통해 처음으로 제정된 규정이다. 물론 개인정보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협약도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
다.679)
676) “Territorial Application-Frontier Traffic-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s”를 조문 제목으로 한다.
677) Appellate Body Report, Turkey-Restrictions on Imports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TurkeyTextiles), WT/DS34/AB/R, 22 October 1999.
678) “However, in a case involving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this “defence” is available
only when two conditions are fulfilled. First, the party claiming the benefit of this defence
must demonstrate that the measure at issue is introduced upon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중략…. And, second, that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formation of that customs
union would be prevented if it were not allowed to introduce the measure at issue. Again,
both these conditions must be met to have the benefit of the defence under Article XXIV.”
Ibid, para. 58.
679) “A Party shall not, for the sol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prohibit or subject to
special authorisation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going to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Nevertheless, each Party shall be entitled to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 a.
insofar as its legislation includes specific regulations for certain categories of personal data or
of automated personal data files, because of the nature of those data or those files, except
where the regulations of the other Party provide an equivalent protection, b.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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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적정성심사가 EU 및 EEA 창설 시에 도입되
었다고 볼 수 있을까? 1957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는 로마
협약(Treaty of Rome)에 의해, 1992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마스트리흐트협약(Maastricht Treaty)에 의해 탄생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1992년 5월 2일 서명, 1994년 1월 1일 발효된 바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EU
및 EEA의 출범 시기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협약 및 개인정보보
호지침 각각의 채택 시점인 1981년 및 1995년과 시간차가 존재한다.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정성심사가 EU 및 EEA 창설 당시 도입되었다고 보기에 시
간차가 너무 크다. 반면 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정성심사가 EU 및 EEA 창
설 당시 논의·도입된 조치라는 주장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섬유 사안(Turkey-Textiles)에서 제시된 두 번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남는다. 적정성심사 도입이 허용되지 않
았더라도 EU 및 EEA 출범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시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대한 보편적 가치인 프라이버시권 보호 자체에 대한 역
내 회원국간 합의가 없었다면, EU 및 EEA 출범이 불가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원칙규정이 명시된 ‘개인정보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협약’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승인절차인 적정성심사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EU 및
EEA 출범이 불가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러한 맥락에서, GATS 제V조가 적정성심사의 GATS 실체규범 저촉 요인을 정
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반드시 낙관적이지 않다.
적정성심사가 터키-섬유 사안(Turkey-Textiles)에서의 두 가지 요건을 모

transfer is made from its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a non-Contracting State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in order to avoid such transfers resulting in
circumven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referred to at the beginning of this paragraph.”
Article 12, paras. 2-3,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Data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uropean Treaty Series-No. 108, Strasbourg, 28 January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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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지 않다. 적정성심사 적용대상에는 상품
무역 및 서비스무역이 공히 포함되며, GATS 제V조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
발효 이후 경제통합과 관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조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
다. 이는 EU가 GATS 차원에서 최혜국대우 면제신청 등에 의하지 않은 한,
WTO 협정 발효 이전의 경제통합체인 EU 및 EEA를 이유로 서비스 분야와 관
련된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차별 요소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문
제는 EU가 금융서비스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최
혜국대우 면제를 신청한 바 없다는 것이다. 즉 터키-섬유 사안(TurkeyTextiles)에서 제시된 요건 충족에 따라 정당화되는 적정성심사는 상품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GATT하에서 가능한 것이며, 서비스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
성심사는 GATS 제V조에 의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6)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앞서 분석에 의하면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가 특히 GATS 실
체규범 가운데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ion)’를 규정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의무에의 불합치 요소를 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한 저촉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해 EU가 GATS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법적 근거 중 하나
가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이다. 그런데 GATS 제XIV조에 근거해 적정성
심사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치의 목적이 동 조문에 열거된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에 해당되어야 하며, 조치의 시행방식이 전문(chapeau)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GATS 제XIV조(c)(ii)호가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privacy)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를 기재하고 있
으므로 조치의 목적상 적정성심사의 정책목표 자체가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조치의 목적 합치성은 시작에 불과하다.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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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XIV조(c)(ii)호는 그러한 정책목표의 적법성에 더하여 피소국이 다음 세 가
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밝히고 있다. 첫째, 계쟁조치(measure at issue)
가 국내법·규제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되어야 하며, 둘째, 해당 국내법·
규제가 GATS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계쟁조치가 그러한 국내법·규제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해야 한다.680)
첫 번째 요건은 GATS 적용대상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행조치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의무 저촉 정당화를 위해 GATS 제
XIV조(c)(ii)호를 활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적정성심사는 GATS의
적용대상 조치인 동시에 역외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를 확보하
기 위한 ‘이행조치’임이 분명하다. 또한 국내규제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법 자
체가 GATS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GATS 제XIV조 활용 가능성이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을 위한 적정성심사의 필요성(necessity)에 의존함을 의
미한다.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를 위해서는 ① 해당 조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
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② 해당 조치가 관련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 ③
해당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81)
개인정보보호법 및 적정성심사의 전반적 내용에 비추어 이 가운데 ①번과 ②번
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관건은 필요성심사 조건인 ③번에 있다. 즉
적정성심사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영향을 수반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적정성심사에 비해 무역에
대해 덜 제한적 영향을 발휘하는 대안조치가 존재한다면, 적정성심사의 필요성
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성심사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허용

680) Appellate Body Report, US Gambling, para. 6.536; Panel Report, Argentina Financial Services,
para. 7.655.
681) Appellate Body Report, Korea-Beef, paras. 152-185;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s. 164-175;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s. 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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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친화적 요소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심사절차 자체
는 크고 작은 비용을 요한다는 점에서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전면 부인하
기 어렵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캐나다와 APEC 회원국들이 채택한 ‘책임
성 원칙(principle of accountability)’682) 등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조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683) 이는 적정성심사가 필요성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EU의 적정성심사는 사전규제에, ‘책임성
원칙’은 사후규제에 가깝다. 후자는 개인정보 역외(국외)이전의 자유를 허용하
되, 역외(국외)이전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컨트롤러가 부담한
다는 점에서 목적 달성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도 무역제한
성 측면에서는 더 우월한 대안조치라고 할 수 있다.684)
마지막으로 GATS 제XIV조 전문은 계쟁조치의 적용 방식이 동종 상황(like
conditions)이 지배하는 국가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해두기 위
한 절차적 안전장치이다. 부당한 예외나 남용이 없도록 적정성심사가 ‘집행의
일관성(consistency of enforcement)’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685) 이를
위해서는 적정성심사의 계획, 구조 및 내용의 공표가 요구되나, 그러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문 요건 충족을 위해서
는 모든 역외 제3국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규제제도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거부된 제3국들의 행정적
결격사유(administrative problems)를 줄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는 점

682) “An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persona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ustody, including
information that has been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for processing. The organization shall
use contractual or other means to provide a comparable level of protection while the
information is being processed by a third par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 5, Minister of Justice, para. 4.1.3;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to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whether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hould obtain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or exercise due diligence and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at the recipient person or
organization will protect the information consistently with these Principles.” APEC(2016), para. 32.
683) Kuner(2009), pp. 269-271.
684) Ibid.
685)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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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EU의 적극적 해명이 필요하다.686)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정성심
사가 동종 상황이 지배하는 국가간 부당한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
또는 자의적 차별(arbitrary discrimination)에 해당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686)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s. 163, 16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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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친화적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를 위한
정책적 유념사항
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규제의 역차별 해소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 서비스의 거래(교환)
시점에서 이들이 각기 주재하는 국가(영토)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국
가간 서비스무역 거래방식 중 하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경간 공급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모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에 법적 설립체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국경간 공급은 국내 이용자와의 직접 대면을 전제하는 상업적 주
재(mode 3)와 분명하게 대조된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자)와 국경
간 공급에 의한 서비스(공급자)는 상호 간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국경간 공급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개방은 규제권한의 실효적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내재한다. 일국의 관할권 내에 설립체를 두는 상업적
주재와 달리, 규제대상이 일국의 관할권 밖에 존재하는 국경간 공급은 규제당
국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 국가들이 UR 및 그 후
속협상 과정에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않았던 것은 놀
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이는 IT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과소평
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의 확산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채, 서비스무역이 계속 상업적 주재 방식을 중심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경
로의존적 기대에 매몰되었던 셈이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아직도 상업적 주재가 주된 서비스 공급방식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서비스무역과 관련해 국경간 공급방식은 빠른 속도로 상업적 주
재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에 기초하는 각종 온라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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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국경간 공급에 의하는 외국 사업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 현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와의 물리적 직접 대면이 서비스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국경간 공
급을 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토착기업이 준수하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시장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차지하고, 규제는 토착기업만 준수하게 되는
역설적 현상에서 나온 용어가 ‘규제의 역차별’이다. 규제당국이 국내의 이해당
사자들로부터 국경간 공급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자와 상업적 주재에 기초한 서
비스 공급자간에 상존하는 규제의 비대칭을 시정하라는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슬기롭지 못하면 규제당국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상식적으로 규제의 역차별을 시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옵션
(option)에 의할 수 있다.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거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특정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는 법적·기술적으로 난해한 문제이
다. 이를 어떤 식으로든 강화해야 할까? 아니면 기존의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
서 국내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통해 국내 사업자의 규제순응 비용을 줄여
야 할까?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후생 손실을 최대한 줄이
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적 논리가 작동하는 현실은 이를 쉽게 용납하
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GDPR)에도 온라인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공백(regulatory vacuum)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EU의 의지가 담겨져 있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면면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에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지지 않고자 오랜 기간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추후 서비스무역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할 것으로는 예상
된다는 점에서 최근 온라인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국내외 규제 논란은
경우에 따라 여타 서비스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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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최적의 정책선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법
권자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규제의 파생상품’이 남발된다면, 관련
법령은 결국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
호 및 활용 논의가 국내시장 보호 움직임과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다.687) 행
정부는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입법부는 ‘규제의 역차별 해소’
를 위한 의원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 해소’는 달리 말하자면 국경간 공급에 의하는 서비스(공급
자)와 상업적 주재에 의하는 서비스(공급자) 간 ‘규제의 동조화’ 또는 ‘국내규제
의 역외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혹자는 비차별적인 정성적 조치인
국내규제를 국내외 서비스(공급자)에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제협정
상의 시장접근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등의 저촉을 걱정할 이
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WTO 협정의 해석방향을 제시하
는 판례법을 살펴보면, 정당해 보이는 국내규제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한
시장접근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등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되
는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 이들 간의 경계가 생각보다 흐릿하여 도식적으로 판
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WTO 판례법은 GATS 제XVI조(시장접근)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수
량적 조치의 의미를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한다. 그 형식을 불문하고 정량적 제
한 효과를 수반하는 조치는 GATS 제VI조(국내규제)가 아닌 제XVI조 해당 사
항으로 간주한다. 특히 국경간 공급에 대해 전면개방을 양허한 국가가 국경간
공급에 기초한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국내주재(local presence) 요건을 부과
하는 것은 국경간 공급을 전면봉쇄(total ban)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수반하
는 것으로서 양허 위반이다. 즉 국경간 공급에 대한 전면개방과 정량적 제한에
687)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등 법제구조 개편을 위한
의원입법도 일부 존재한다.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2312), 추경호 의
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5647)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5646),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2) 및 위치정보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620)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안정보시스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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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국내규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내규제의 역외적용을 시도한다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국내규제의 역외적용은 일견 문제
될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국경간 공급에 의하는 온라인서비
스(공급자)와 상업적 주재에 의하는 서비스(공급자)에 형식적으로 동일한 규제
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간 긴밀한 경쟁관계가 유지되는 상
황에서 형식적인 규제의 동조화가 자칫 국경간 공급에 의하는 서비스(공급자)
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나. EU GDPR 규정의 선택적 벤치마크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1981년 유럽 공통체(EC)가 제정한 개인정보 자
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협약 이후 장기간 내부 논쟁 및 조율에 의해 점진적으
로 확대·발전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물이다. 그 조문 하나하나가 오랜 숙성의 과
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여하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혹여 개인
정보보호법을 참고하는 경우, 그 역사적 배경, 전반적인 맥락, 판례법 및 국제
통상협정 양립성 등 포괄적 관점에 입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개인정보 역
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aqequacy test)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국가간 데이
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벤치마크 하기에 적당한 재
료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없이 많은 뼈와 혈관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물’
과 같다. 좋은 재료감이긴 하지만, 어디를 취하고 어디를 버려야 할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을 요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동법 전체를 번역·정리한
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반적인 작동원리를 충실히 이
해하지 않고서 그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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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자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만을 강조하는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EU의 적정성심사 일부를 선택적으로 취할 경우에는 국
제통상협정 저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만일 특정국(A국)이 적정성심사를 벤치마크 함에 있어 국가 단위의 적정성
심사 규정만을 선별적으로 채택했다고 하자. 국가별로는 정부의 정책대응 역량
에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책대응 역량이 부족한 국가(B국)는 A국으로
부터 국가 단위의 적정성 결정을 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B
국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A국의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
하며, 경우에 따라 사실상 비즈니스 수행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즉 시장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EU GDPR하에서는
국가 단위의 적정성 결정 부재가 해당국 민간기업에게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전
면적 차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
예외적 상황(derogations)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포괄적·전향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당위성은 우리
나라 국내법과 달리 동법이 개인정보 활용 관점에서도 긍정적 요소들을 내재하
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로의
전환 및 전자상거래 시장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EU의 ‘디지털단
일시장(DSM: Digital Single Market)’ 비전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표면화된 미국-EU 간 ‘생산성 역전(productivity
reversal)’을 가져온 것으로 지목된 EU의 노동생산성 하락688) 및 역내 디지털
시장 분할(fragmentation)689)에 따른 역내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정
보보호법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법제 개편의 산물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라는 관점에 매몰되기보다 개인정보의 국내외 활용이라는 전향

688) Miller and Atkinson(2014), p. 4.
689) KOTRA(201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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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전적 관점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EU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조
문이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다.690)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활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컨트롤러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체계적·보편적 형식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691) 뒤집어 말하자면, 컨트롤러가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확산을
위해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소위 ‘마이데이터(Mydata)’692)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상호호환성
(interoperability)’ 제고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활용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를 잘만 활용하면 GATS 실체규범 위반을 구성
하는 조치의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포괄적
의미의 이용자 보호나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도 GATS 제XIV
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이에 해당된다. GATS 실체규범에 저촉되는 조
치도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를 통하면 ‘죽다가 살아난다’는 식이다. 이러
한 견해가 사실이라면, GATS 제XIV조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조치에 대
해서도 활용 가치를 갖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GATS 제XIV조의 오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다자통상규범(GATS)의

690) Article 20, REGULATION (EU) 2016/679.
69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which he or she has provided to a controller,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and have the right to transmit those data to another controller
without hindrance from the controller to which the personal data have been provided …후
략….” Article 20, REGULATION (EU) 2016/679.
692)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
용 생태계 구조를 기관 중심의 집중화(centralized) 구조로부터 정보주체 중심의 분권형(decentralized) 구조
로 전환하려는 정책방향 또는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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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문에는 다양한 견제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이, GATS 제XIV조하의 일반적 예외 인정을 위해서는 문제
되는 조치가 우선 제XIV조상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에 포함된 정당
한 정책목표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를 통과해야 하며,693) 마지막으로 제XIV조 전문(chapeau) 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활용 가능성이 실제로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GATT 및
GATS의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규정에 기초해 조치 정당화를 시
도한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빈도는 평균적으로 44개 사안 중 1건에 불과
한 것도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694)
특히 GATS 제XIV조(c)(ii)호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치가 개인정보보호 법
제의 효과적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s)’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심사절
차를 규정한 EU의 적정성심사(adequacy test)는 이행조치에 해당된다. 따라
서 만일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법상의 관련 규정(조치)들 자체가 이행
조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의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등 GATS 실체규범 저촉 문제가 GATS 제XIV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는 전무하다. 안타깝게도 국내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
하여 상호주의 적용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695) 그에 관한 심사절차에 관해서
는 함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적법하게 제3국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EU와 유사한 적정성심사 규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한편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이행조치가 GATS XIV조(c)(ii)호를 통해
693) 효과적 과세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필요성심사를 요하지 않는다. GATS 제XIV조(d)-(e).
694) “Only One of 44 Attempts to Use the GATT Article XX/GATS Article XIV ‘General Exception’
Has Ever Succeeded: Replicating the WTO Exception Construct Will Not Provide for an
Effective TPP General Exception.” Public Citizen(2015). “Only One of 40 Attempts to Use the
GATT Article XX/GATS Article XIV “General Exception” Has Ever Succeeded: Replicating the
WTO Exception Construct Will Not Provide for an Effective TPP General Except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5).
69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5146) 제63조의2(상호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1)
제39조의14(상호주의).

216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정당화되기 위한 관건이자,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 ‘필요성심사’이다. 필
요성심사 통과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해당 이행조치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중대성이다. 분쟁판결기구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조치가 해당국의 법제
맥락에서 온전히, 중요하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지를 살펴볼 개연성이 높다. 예컨대 EU는 프라이버시를 역내 시민의 보편적 권
리(fundamental right)로 간주한다.696) EU 회원국 차원에서는 1981년 개인
정보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협약,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PD) 등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개편 역사를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7조,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OECD 프라이버시 지침 등에 대한 참여활동
및 법제화 후속조치 등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목표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필요성심사 통과를 위한 두 번
째 관문은 조치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와 국제무역 제한 효과 등 두 가지 요
건의 충족 여부이다.697) 개인정보보호의 적정한 수준을 심사하는 기본취지는
취약한 보안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법적 관할권 밖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어떤 국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
는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다. 하지만 적정성심
사의 절차 및 요건이 그 세부 시행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크든 작든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대목이 대안조치 존재 가능성이지만, 앞서 거론한 바
와 같이 사후규제라는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조치가 국제적으로 거론되어온 상
696) Article 8,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2012/C 326/0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326/391, 26.10.2012.
697)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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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므로 대안조치 부재 논리가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이를 타개하
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라는 대안조치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 사전규제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러한 대안조치가 목표 달성의 기여도 관점에서 적정
성심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 구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GATS 제XIV조 활용 가능성을 위한 마지막 점검사항은 전문 요건 충족 여부
이다. 전문이 기대하는 바는 적정성심사 등 이행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상이
한 법제 여건하의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자국의 법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
다 국가간 법제의 상이성으로 인한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역친화
적 배려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승인받기 위해 제3국 또는
제3국 기업에 적용하는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방식의 제도화가 반드시 전제되
어야 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문 요건 충족을 위한 첫걸음에 해당
된다. 만일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방식이 제3국 또는 제3국 기업에 일회성 기
회만을 허용하거나 구제의 기회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전문 요건 충족이 어렵다
고 보아야 한다.

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관할협정 및 양허 판단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의 GATT 및 GATS 규범 합치성에 관한 세부 논의에
앞서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GATT가 적용되어야 할지, 아
니면 GATS가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
로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자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될
지 명백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안
타깝게도 후자의 경우에 GATT와 GATS 중 무엇이 적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하
기 위한 합의된 지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

218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치에 대해 GATS가 적용된다는 규정에 의해698) 역으로 GATT가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대상으로 한다는 어림기준(rule of thumb)만이 존재한
다. 결과적으로 GATT 및 GATS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관할협정
상충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WTO 판례에서는 특정 조치의 협정 합치성은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GATT와 GATS가 적용 중요도 차원에서 같은 비중으로 공존한다고 밝히고 있
다.699) 캐나다-정기간행물 사안(Canada-Periodicals) 패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GATS와 GATT 중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거나 열등
하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두 가지 협정의무가 공존할 수 있으며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중략… GATT에 적용되는 대상과 GATS에 적
용되는 대상 간 중복(overlaps)은 불가피하다.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활동이 점
점 세계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한 중복 현상이 WTO
체제의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700) 동 사안의 상소기
구도 패널 평결을 재확인하면서 “GATS와 GATT 간에는 그 어떤 위계질서도
없다.”고 했다.701) 즉 상품무역에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GATT와 GATS가 대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의 국가간 온라인 거래가 전형적 사례이다.
예컨대 소프트웨어702)는 제작 목적, 공급방식, 비용 지불방식 등에 따라 상품
일 수도 서비스일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컴퓨터 자체의 구동이나 특수
한 목적의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 또는 명령으로서 그 자체로는 무형재
이다.703) 다만 그러한 지침·명령의 디지털언어 조합이 CD 등 물리적 매개체
에 실리면 유형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상품
698) GATS 제I:1조.
699) Panel Report, Canada 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Canada-Periodicals), WT/DS31/R,
adopted 30 July 1997, para. 5.17
700) Ibid, para. 5.18.
701) Appellate Body Report, Canada-Periodicals, para. 19.
702) 종종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이라고도 지칭된다.
703) Marsoof(2012),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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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되어왔다. 반면 이용자별 맞춤형(customized) 제공을 전제하는 주
문형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에 가깝다. 이러한 연유에서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컴
퓨터 및 관련서비스(CRS)로 분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상품으로 무엇이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기준은 국가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
며, 기술발전은 그러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논
란 대상 재화를 상품 또는 서비스 중 어디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해당 재화에 대
한 개방 수준 및 규제 자유도가 달라진다는 사실과 연동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관세부과가
가능하다. 둘째, GATT와 GATS하의 시장자유화 접근방법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 보호를 원하는 국가는 양허협상에 의해 시장개방 수준이 결정되
는 GATS 관할을, 반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무게를 두는 국가는 원칙규정에 의
해 시장개방 수준이 결정되는 GATT 관할을 주장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음
악, 동영상, 게임, 자문보고서 등 각종 디지털재화를 상품으로 간주할지, 서비
스로 간주할지에 대한 미국과 EU 간 갈등도 그러한 이유와 직결된다.
상품무역 또는 서비스무역에 수반되는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 자체에 대한
관할협정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에 관해서는 상품무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루어지는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제한조치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GATS가, 상품의 수출입, 국내 판매, 구매, 유통, 사용 등에 영향을 미
칠 경우 의당 GATT의 우선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704) 물론 GATS가
GATT에 비해 개념적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일견 전자의 적용빈도가 더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요소를 결합한 재화
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이분법이 적용되기 쉽지 않다. 그러한 결

704) 전자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후자는 수출 또는 수입과 관
련한 관세, 부과금 및 그 부과방법과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규정(rules) 및 절차(formalities), 내국세 및 국
내 부과금, 법령, 규정 및 요건 등 국경·국내 조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GATS 제I:1조; GATT 제I:1조,
제III:2조, 제III: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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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을 분해하여 상품 요소에 대해서는 GATT를, 서비스 요소에 대해서는
GATS를 적용한 분쟁선례도 부재하다. 이는 디지털재화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
가간 첨예한 이해다툼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활동 자체가 명백하게 서비스무역인 경우 그에 수반되는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을 GATS하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는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의 분류 소속과 양허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그 분류 측면에
서는 해당 경제활동이 데이터의 수집·처리 자체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705)일 경우,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 또는 DB 서비스(CPC 844)
소속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해당 경제활동이 부가통신서비스, 시청
각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여타 서비스와 융·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성
격에 따라 그러한 여타 서비스 소속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다. 양허 여부에 관해
서는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패널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06) 그에 기초한다면, 어
떤 서비스에 대한 양허는 해당 서비스 공급에 수반되는 데이터 이동 및 활용에
대한 양허를 동시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GATS 관할임을 전제로 추가 검
토를 요하는 문제는 서비스 공급방식이다. 이에 관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
용자의 소속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로 해당 서비스를 공급
한다면 해당 서비스는 물론이고,707) 그에 수반되는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
련된 경제활동도 국경간 공급(mode 1) 방식에 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OECD 관행하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기기 또는 자동화기기인 서버(server)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버가 국외에 존

705) 예컨대, 인터넷 검색(search engines), 클라우드컴퓨팅, OTT 등.
706)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para. 7.1014.
707) Panel Report, Mexico-Telecoms, para. 7.45;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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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이상, 해당 온라인서비스의 공급방식은 국경간 공급(mode 1)에 의한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해당 서버의 국
내이전을 강제하는 조치는 그 자체로 국경간 공급에 대한 전면봉쇄(total
ban)에 해당될 수 있다. 양허표상에 국내서버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한조
치가 기재되지 있지 않다면, 시장접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무역상대국의 포럼선택(forum-shopping)
세간에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국내서버요건을 부과해도 한·미 FTA 위
반 요소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혹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언
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제12.5조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또는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무실 설치나 인력 상주를 요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서버 등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
힌 바 있다.708) 이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국제협정에서도 국내서버요건 금지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체결된 가장 수준 높은 FTA인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국내서버요건 도입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 우선 국내서버요건은 한·미 FTA상의 다양
한 규정들과의 합치성에 관한 포괄적·심층적 분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
이다. 또한 국내서버요건의 WTO 협정 합치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서버요건
이 자국의 합리적 기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WTO 회원국은 한·미 FTA
등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에 근거하거나 또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내서버요건 등 데이터 국내화 조치의 WTO 협정 저촉 여부
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 조치가 통상 관점에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708) 해외사업자, 국내 서버 설치 한미 FTA에 위배되지 않아 (2018. 9. 4).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2015272)은
2018년 10월 29일자로 일시 철회되었다가, 같은 날 재발의(의안번호 2016112) 되었다. 의안정보시스템,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18).

22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로, WTO 분쟁해결절차는 배타적 성격에 의한다.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XXIII:1조는 “회원국은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상의 의무 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경우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에 호소하고
또한 이를 준수한다.”709)고 WTO 협정 위반 사안에 대한 관할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관할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판결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
결기구가 배타적 권한을 보유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동 양해의 제XXIII:2조
(a)710)가 그러한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WTO 협정과 함께 자신이 체
결한 FTA에 동시에 저촉되는 무역상대국의 국내서버요건 등 데이터 국내화조
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당사국이 WTO 분쟁해결절차를 선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주요 국내법제의 무역친화성 제고방향
가. 국내법제의 개정 추진동향 및 평가
EU GDPR 시행을 전후해 국내에서는 다수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어왔다.
이에 ① 개인정보보호법 ② 정보통신망법711) ③ 위치정보법712) ④ 전기통신사
709) “When Members seek the redress of a violation of obligations or othe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benefit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or an impediment to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covered agreements, they shall have recourse to, and abide by,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XXIII:1조.
710) “이러한 경우 회원국은 …중략… 이 협정의 규칙 및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에 호소하지 아니하고는 위반이 발
생하였다거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거나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었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리
지 아니하며, 분쟁해결기구가 …중략… 그러한 판정을 내린다.”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XXIII:2조(a).
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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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 및 ⑤ IPTV법713) 등이 포함된다.714) 이들 대부분은 의원입법이며, 2017년
12월 8일자로 발의된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 일부만이 정부입법에 의한다. 법
률 개정안 중에는 EU GDPR을 벤치마크 했음을 명시했거나 벤치마크한 것으
로 추정되는 경우가 총 11개에 달하며, 주요 벤치마크 대상규정은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적
용 등이다. 국내서버요건715)은 유일하게 2018년 10월 29일 발의된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112 재발의)에 포함되어 있으며, (CP)TPP, TiSA,
RCEP 등 최근 메가 FTA 논의동향을 참고해 고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의된 법률 개정안 수에 비해 진행은 대체로 더딘 편이어서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은 소관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외도 없지 않다. 일
부 법률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원안 가결 후 발효를 앞두고 있거나 정부
에 이송된 상태이다. 특히 2018년 8월 30일 국회(제3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8년 9월 18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
15751호)’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요건(제32조의5)과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
한 상호주의 적용 조항(제63조의2)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부가통신사업
자(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및 통신장애 발생 시 손
해배상 의무에 대한 역외적용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제364차 제1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벤치마크 대상 규정별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역외적용 규정(6회)이지만,
국내 대리인 요건(4회)과 상호주의 적용(2회) 벤치마크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외적용 조항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법, IPTV법 등 주로 정보통신 분야의 법률 개정안에 등장해왔으나, 최근에는
7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7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말한다.
714) ‘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지만, 특별히 국제협
정 합치성이 문제될만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1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112) 제4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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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과 상호주의 적용을 제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621)은 비록
정보통신망법과의 조화 및 중복 조정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상호주의
적용 등을 특례로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716) 국내적으로 EU GDPR 규정
의 선별적 벤츠마크 움직임이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전이되는 형국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표 5-1. 최근 주요 국내법 개정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점검 요소
개정
법령
위치정보법

입법
주체
의원

위치정보법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의원

위치정보법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의원

정보통신망법

의원

의안번호
(발의일)
2008083
(’17.7.19)
2010729
(’17.12.8)
2012289
(’18.3.5)
2012060
(’18.2.21)
2012588
(’18.3.21)
2014621
(’18.7.30)
2015146
(’18.8.29)

역외 국내 로컬 상호
적용 대리인 서버 주의

제안 이유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

-

-

-

-

-

-

-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

-

-

-


가명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

-

-

(결정)시 조건 부과 근거 마련


공정경쟁, 국내시장 잠식, 납세
회피, 역차별 시정,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한 법 집행
-

●

-

-

●

-

-

-


외국 사업자의 행정절차 준수,
자료 제출 등 법 집행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증진,
역차별 시정, 공적 기여 증진
등을 위한 법 집행

-

●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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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개정
법령

입법
주체

의안번호
(발의일)

역외 국내 로컬 상호
적용 대리인 서버 주의

제안 이유

서비스 품질, 납세 회피, 고용

전기통신사업법

의원

2015471
(’18.9.12)

●

-

-

-

증진 기여 부족, 시장지배력
남용, 역차별 시정,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 집행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망법

의원

2015469
(’18.9.12)

●

-

-

-

방지·배상 등을 위한 법 집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 차단 포함

정보통신망법

의원

IPTV법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의원

2016112
(’18.10.29)
2016113
(’18.10.29)
2016621
(’18.11.15)
2017102
(’18.12.5)


국내시장 잠식, 이용자 보호,
-

-

●

-

역차별 시정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부과

●

-

-

-

-

●

-

●

●

-

-

-


역차별 시정, 시장 현황 파악,
공정경쟁 등을 위한 법 집행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

불법정보 유통방지, 통신장애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 집행

주: 의안정보시스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18).

이하에서는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상호주의 적용 및 국내서버요
건 등 각 조치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국제통상협정 양립성 제고를
위해 특히 어떤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결론부
터 먼저 말하자만, 네 가지 조치 가운데 상호주의 적용 및 국내서버요건의 국제
통상협정 저촉 가능성은 매우 높아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역외적용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 사실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집행을 위해서

226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도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717)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정경
쟁 환경 확립, 이용자 편익 보호, 과세 편의, 대형 글로벌콘텐츠 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규제의 역차별 시정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역외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감할 만한 긴급하고
중대한 목표와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유사한 목적을 위해 역외적용 법제화를
진행하는 해외사례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굳이 찾는다면, 구글세(Google
tax) 등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세원 잠식, 조세 포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세 부과를 위한 경우일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
해 동 규정을 고안한 원저자(EU)의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물론 일국의 규제권한은 국제통상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중대 가치이며, 일
국이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취하는 역외적용이 국제통상협정에 명백히 위배된
다고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다. 하지만 국제통상협정 기본정신과 일부 판례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역외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서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
다. 이러한 규제권한이 범세계적 자유무역 진흥이라는 글로벌 사회의 또 다른
중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역외적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
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는 국제사회 및 국제통상규범의 건전한 존속·발전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 제안취지로 언급되어
있는 대형 글로벌콘텐츠 사업자(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
지 및 규제의 역차별 시정 등은 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무역상대국은
그러한 제안취지가 역외적용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정책목표가 아니라고 주
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에 의한 정
당화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당화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내
의 다양한 규정들 하나하나가 GATS 실체규범에 저촉되지 않다는 조건하에서
71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2060, 2014621, 2015471), IPTV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113).
참고로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019호, 시행 2019. 6. 25)에 따라 역외적용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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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역외적용 규정이 특수한 형태의 ‘이행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
한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행조치로서의 역외적용 규정이 필요성심사를
통과해야 하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이 언급한 제안취지가 과연
필요성심사와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첫 번째 관문인 ‘해당 조치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에 미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718)
한편 2018년 9월 12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5469)은
역외적용 규정의 도입 목적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배상 등을
위한 실효적 법 집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도입의 목적은 필요성심
사 관점에서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역외적용에 기초해 집행되는 조치의
GATS 실체규범 양립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배상 등 합당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국경간 공급에
기초한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통신망 접속 차단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
다.719) 이는 해당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전면봉쇄(total ban) 효과를
발휘하는 시장접근 제한조치로서, 더 이상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사안이 아니다. 관련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면개방 양허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GATS 제XIV조에 의해 정보통신망법 집행을 위한
역외적용이 정당화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EU GDPR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규제의 포괄적 집행(역외적용) 차원
에서 이행조치인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따른 역내

718) 그 이외의 필요성심사 기준과의 합치성은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719)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접속경로를 차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469) 제27조의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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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방지를 위해 ‘적정성심사’라는 또 다른 이행조
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18년 3월 발의된 위치정보법 개정안(의
안번호 2012588), 2018년 8월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5146), 2018년 11월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621)
등에 포함된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도 EU GDPR의 맥락 및 취지와 대체로 일
치한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621)에 포함된 국내 대리
인 지정 요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5146)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특례 형식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
족하는 자”720)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경간 공급에 의하는 온라인서비스 사
업자들 가운데 실제로 국내 대리인 지정 부담을 갖게 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
자가 경우에 따라 하나 또는 소수로 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우에
는 국적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문제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정한 기준 충족 여부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동종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대형 온라인서비스 사업
자)와 그렇지 않은 자(군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동종 서비스 공급자이다.
이러한 경우 어떤 국가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고 다른 국가의 동종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그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
로 국적에 기초한 차별로서 최혜국대우 위반에 해당된다. 결국 최혜국대우 위
반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특성임을 입증함으로써 그러한 대형 온
라인서비스 사업자와 군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동종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720)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5146)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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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12060)도 유사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 포함된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은 그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들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심
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 특
히,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국내의 인터넷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 시장, 소
셜 미디어 시장 등을 이미 장악하였거나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세액 납부, 국내 매출액 공개 등 이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중략… 국내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글로벌 인
터넷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인터
넷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상기 제안이유에 근거할 때,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도입의 목적이 GATS 제
XIV조상의 필요성심사에 의해 용인되는 ‘보호가 시급한 중요한 이익 또는 가
치’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721) 필요성심사의 두 번째 기준인 ‘해당 조치
가 관련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공정경
쟁 환경의 훼손, 국내시장 잠식, 납세 회피 등은 공정거래법 또는 조세 관련법
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전기통신사업법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도입해야 하는지가 설명될 수 있
어야 한다.

라. 상호주의 적용
현재까지 상호주의 적용을 명시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
번호 201514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621) 등 2개이며, 공
721) 물론 필요성심사에 의해 용인되는 중요한 이익 또는 가치는 비교형량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는 중요도가 낮은 가치도 필요성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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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
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
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동일하게 규
정하고 있다.722) 이는 명백하게 국적(nationality)에 기초하여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 차별을 유발하는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관
련 조약을 통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이상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달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동종
서비스(공급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동종 서비스(공급자)
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시장에서 중요
하다고 인식되는 모종의 특성을 이들에게 적용한 결과, 국적을 달리하는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간 경쟁관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상호주의 적용의 국제통상협정 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견
국적에 따른 차별인 것으로 보이는 조치가 실제로는 국적이 아닌 다른 중요한
기준(예컨대, 해당국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적용한 결과 이종 서비스(공급자)
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이한 대우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도록 조문이 제정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해당 규정
의 조문 제목인 ‘상호주의(reciprocity)’는 먼저 삭제되어야 한다. 만일 해당
규정이 EU GDPR의 적정성심사 관련 조문723) 내용을 유사하게 벤치마크 했
다면, 그나마 최혜국대우 의무 저촉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이 적정하지 않은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7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5146) 제63조의2(상호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1)
제39조의14(상호주의).
723) “A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a third country or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may take place
where the Commission has decided that the third country, a territory or one or more specified
sectors within that third country, or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question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Article 45.1, REGULATION (EU) 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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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의할 수 있다.’가 고려 가능한 예시적 대안 조
문이다. 물론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정보통신서비스시장에서 경쟁관계 변화를
유발할 만한 중요한 특성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EU GDPR의 사례에서와 유사
하게 추가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왜 입법 과정에서 EU GDPR의 적정성심사 조문을 유사하게 벤치
마크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물망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적
정성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이유라면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호주의 적용 규
정은 한마디로 “以牙還牙, 以眼還眼(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응한다.)”에 진
배없다. 이는 간편한 법 적용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
는 중대한 문제를 동반한다. 현 상호주의 적용 규정을 그대로 두더라도, 모종의
새로운 심사체계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국외이
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제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무역상대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 정도를 가늠하지 못한 상
태에서 해당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한의 수위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즉 “상응하는” 제한을 위해서는 무역상대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
수준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등한 제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대등심사
(equivalence test)’ 같은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 국내서버요건
국내서버요건(local server requirement)은 국내외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로 하여금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또는 매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화기기인 서
버(server)의 국내 설치를 강제하는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자협정
(GATS) 및 양자협정(한·미 FTA 등)의 적용대상이다. 특히 국가간 빈번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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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빚어지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와의 양립성 여부는 중요한 점검사항
이 아닐 수 없다.724)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GATS 및 한·미 FTA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국내서
버요건의 적용대상 서비스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양허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서버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112)은 인터넷에 기초하여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매개하는 정보제
공(매개)역무 및 정보제공(매개)사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725) 또한 동법
개정안의 제안배경에 비추어볼 때, 디지털콘텐츠에는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제
작한 UCC,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726)
우선 GATS하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소속될 것으로 짐작되는 분야는 크게
부가통신서비스(value-added services),727)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또는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 등이라고 보아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728) 상당수 WTO 회원국들은
UR(우루과이라운드)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및 CRS에 대해 사실상 전면개방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729) 특히 우리나라는 부가
통신서비스 양허표를 통해 “등록 또는 운영 중인 부가통신서비스 공급자는 데
이터전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730)고 밝히고 있다. 동 데이터전송서비스는

724) 이하의 분석 내용은 이한영(2018)을 요약·재구성한 것이다.
72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112) 제2조 1항의 2호.
7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112)은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
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
가 발생한 바 있음.”이라고 그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다.
727) 고객정보를 있는 그대로 즉시 전달하는 기본통신서비스와 달리, 고객정보의 전송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정보의 변경, 저장 등을 통해 수반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는 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데이터 재
생,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고도팩스(enhanced facsimile services), 부호·프로토콜 변환
(code and protocol conversion), 온라인 정보·데이터 처리(on-line information and/or data
processing services) 등이 포함된다.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Note by Secretariat,
MTN.GNS/W/120, 10 July 1991, pp. 3-4.
728) WTO(2009), para. 2.
729)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된 자연인 주재(mode 4)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ep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WTO,
“Schedules of Commitments and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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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형식 또는 콘텐츠의 변경 없이 전송하는 …중략… 통
신서비스”731)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고객 정보의 전송서비스를 이미 개
방했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UCC’도 그러한 고객 정보의 일환으
로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UR 시청각서비스 양허 상
황은 분야별로 대조적이다. 개방대상에서 배제된 지상파방송(terrestrial
broadcasting)과 달리, 동영상 및 음향녹음의 제작·유통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면개방 입장을 취했다.732) 인터넷 보편화 이전 시점인 UR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이외의 유통수단을 통해 드라마, 영화, 음
악 등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한 없이 개방했음을 의
미한다.
그런데 UCC,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 제공서비스에 대한 우리
나라의 GATS 양허내용은 WTO 법제하에서 기술중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733) UR 당시 가용하지 않았던 인터넷에 의해 동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경우
에도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제공·매개 서비스가 부가통신
서비스, CRS 또는 시청각서비스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는 UCC,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를 양방향방송(interactive
broadcasting) 등 인터넷을 활용해 제공(매개)하는 서비스를 아무런 제한 없
이 개방한 상태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730) 우리나라는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한 GATS 양허표의 추가적 양허란(additional commitments column)에서
이를 “Registered, operating, value-added service providers are allowed to supply data
transmission services”라고 기재하고 있다. Ibid.
731) “Telecommunication services …중략… which transmit and/or exchange the customer's data on
a real-time base without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Ibid.
732)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ep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WTO,
“Schedules of Commitments and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3).
733) 예컨대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상소기구는 ‘음
향녹음물 유통서비스(sound recording distribution services)’에 대한 중국의 양허와 관련하여 중국 양허
표상에 ‘공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technological means of supply)’을 제한한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음에 주
목하여 동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오프라인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ppellate Body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para.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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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기준에 의하더라도, UCC,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
를 제공(매개)하는 서비스의 개방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가 부
가통신서비스 및 CRS 분야에 관해서는 관련 제한조치에 대한 유보
(reservations)를 전혀 기재한 바가 없고, 시청각서비스에 관해서는 기재한 유
보의 내용이 국내서버요건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자(시
청각서비스)의 경우 한·미 FTA에는 인터넷에 기초한 디지털콘텐츠 제공(매개)
서비스에 대한 두 개의 미래유보가 기재되어 있다.734) 첫 번째는 이용자의 가
입과 요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IPTV, 양방향방송 등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를 대상으로 한다.735) 두 번째 미래유
보 대상은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
로서, 이는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와 일방향방송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디
지털콘텐츠 제공(매개)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
다.736)
전자는 이용자의 가입 및 요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비디오서비스에 국한되
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련 서비스 공급자들이 인터넷에 기초
해 제공(매개)하는 무료 비디오서비스 및 유료 오디오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떠
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도 부과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디지털콘
텐츠 제공(매개)서비스 대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포괄적 정의이
긴 하지만, 미래유보에 근거해 우리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국산
디지털콘텐츠 보호 목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한계이다.737) 결론적으로 말해,
한·미 FTA에 의하더라도 UCC, 드라마, 영화, 음악 등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미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국내서버요건 부과의 정당성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734) 외교통상부, “Annex I, Explanatory Notes to the Schedule of 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0); 외교통상부, “Annex II, Schedule of 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0).
735) KORUS FTA Annex II, Schedule of Korea, p. II-KOR-27.
736) KORUS FTA Annex II, Schedule of Korea, p. II-KOR-32.
7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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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된 국내서버요건의 국제통상협정 합
치성은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서버요건이 GATS 또는 한·미 FTA
관점에서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사업장 유무에 대한
판단은 OECD 관행에 근거한다.738) 국외 서버(server)를 통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국경간 공급
(mode 1) 방식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내서버요건은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
금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에 기초해 디지털콘텐츠 제공(매개)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GATS 양허표 또는 한·미
FTA 유보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국내서버요건 부과가 국경간 공급에 대한 전면
제한 또는 제로쿼터(zero quota)를 구성함으로써 부당한 시장접근 제한조치
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서버요건이 한·미 FTA상의 현지주재(local presence) 규정739)
저촉 요소가 없기 때문에 협정 위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740)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현실적이다. 우선, 미국은 국내서버요건의
통상규범 위반 문제를 WTO 또는 한·미 FTA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
다.741) 국내서버요건에 GATS 위반 요소가 내재하는 이상, 미국은 한·미 FTA
저촉 여부와 무관하게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
내서버요건이 통상법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는 물론이고 GATS
에도 동시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미 FTA 현지주재 규정이 금
지 대상 요건으로 언급한 “to be resident”가 자연인의 거주요건에 국한되는
738)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4장-2절-가(역외적용)를 참고할 것.
739) “Neither Party may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or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KORUS FTA(영문본) 제12.5조, 외교통상부, “KORUS
FTA Chapter Twelv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0).
740) 해외사업자, 국내 서버 설치 한미 FTA에 위배되지 않아 (2018. 9. 4).
741) KORUS FTA(영문본) 제1.2조 및 제22.6.1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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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법인의 주재요건을 동시에 포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현재 한·
미 FTA 국문본742)은 이를 전자에 맞게 해석하고 있지만, 영문본 문맥상으로는
후자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만일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후자로 해석되는
경우, 국내서버요건은 국경간 공급에 기초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매개)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현지주재를 강제하는 조치로 간주됨으로써 한·미 FTA 위
반에 해당된다.
한편 GATS 및 한·미 FTA가 공히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의무743)에 대
한 저촉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국내외 서비스(공급자) 간 ‘긴밀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내국민대우 부여 여부에 대한 판정
이 동종(like) 국내외 서비스(공급자)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WTO 분쟁선례는 긴밀한 경쟁관계인 서비스는 동종 서비스이며744) 서비스의
동종성과 독립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745) 즉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는 자동적으로
동종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GATS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과 관련하여 WTO 법제가 ‘공급모드 내 동종성(intra-modal likeness)’ 및
‘공급모드 간 동종성(likeness across modes or inter-modal likeness)’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746)
이러한 맥락에서 긴밀한 경쟁관계인 디지털콘텐츠 제공(매개)서비스(공급
자)인 이상 그러한 서비스(공급자) 간 성립하는 동종성은 서비스 공급방식과 무
관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디지털콘텐츠 제공(매개)서비스(공급자)의
동종성이 서버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번복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론
742)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
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
다.” KORUS FTA(국문본) 제12.5조; 외교통상부, “한미 FTA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7. 7. 10).
743) GATS 제XVII조; KORUS FTA(영문본) 제11.3조; KORUS FTA 제12.2조.
744)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702;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4.
745) Panel Report, EC-Bananas III, paras. 7.322, 7.346.
746)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3장-3절-마-4)(서비스 공급방식과 동종성)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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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동질적인 디지털콘텐츠 제공(매개)서비스 공급과 관
련하여 국외 서버를 활용하는 외국 서비스(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비
해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112)이 규정한 국내서버
요건은 특히 실질적(de facto) 차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동법 개정안은
먼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매개)하는 온라
인서비스 사업자를 구분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만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747)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과징
금이 부과된다.748) 만일 상기 기준 적용의 결과로 국내 서버 설치 부담을 지게
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주로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이라면 이는 동종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디지털콘
텐츠 제공(매개)의 기술적 근간인 클라우드컴퓨팅의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을 훼손시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러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
들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74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112) 제45조 제4항.
748)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중략] 8.
제4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112) 제
6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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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rade Consistency of Regulation on Cross-border Data Flow and
Its Policy Lessons for Korea
Han-Young Lie and Seong-Min Cha

Law amendments with reference to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henceforth) are flooding in Korea. It signals that
GDPR is one way or another treated as a landmark for regulatory policy
on data space. However, a point to see before such benchmarking is
whether GDPR itself is compatible with the WTO Agreement. If not,
Korea is likely to suffer from the same trade conflicts as the EU would
face. Motivated by the concern, this study seeks to figure out key trade
issues of Korea’s recent law amendments inspired by GDPR.
The GDPR applies to all companies processing the personal data of
data subjects residing in the EU, aiming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privacy and data breaches as well as to facilitate free flow of data in the
region. One of the major features of GDPR is the extended jurisdiction,
so that it appli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f the EU data
subjects by a company not established in the EU. Non-EU businesses
processing the data of EU citizens must appoint a representative in the
EU to meet the obligations imposed by GDPR. Such requirement to
appoint a local representative may be understood as a compliance
measure in the GATS context.
There is another kind of compliance measure, so-called ‘adequacy

test.’ A country outside the EU should be recogni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having adequate protections in place in order to freely
transfer personal data to somewhere outside the EU. It is the
Commission that makes the final decision on adequacy status.
Alternative route for a company without regional establishment to
secure adequacy status for offshore processing personal data of EU
citizens is to get an approval from supervisory authorities of EU Member
States. In such instances, it is necessary for the company to adduce
adequate safeguard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I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r adequacy test of GDPR trade-friendly
then? Despite the lack of any available legal basis in trade agreements,
the GATT dispute settlement panel once rejected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because it would undermine the legal security of the
multilateral trade framework. Adequacy test has potentially severe
problems in terms of the GATS consistency. It is basically a
discriminatory measure by reasons of origin, so that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are presumed to be of like. Unless such differential treatment is
effectively justified by some other characteristics inextricably linked to
such origin, it could constitute discrimination under MFN or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on a case-by-case basis. It deserves special
attention for the EU to have a safeguard against such potential
violations, none other than the GATS Article XIV (General Exceptions).
In fact, this option is feasible for the EU because adequacy test is a
compliance measure. Recourse to GATS Article XIV is available on the

condition that challenged measure is a compliance measure, as far as it
may be concerned with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Korea has been maintaining strong opt-in regulation on cross-border
data transfer including personal data and space information. Contrary to
regulation on space information equipped with solid national security
ground, regulation on personal data transfer overseas is relatively
vulnerable to trade friction. Views are spreading that Korea should
change its policy stance to cop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common saying since 2016. Public sentiment still seems to put more
weight on data sovereignty than usage in light of the recent law
amendments. Patterns are unusual in law-making. Legislation is
lingering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is the gen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contrast, legislative efforts are
very active in sectoral laws such a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BA, henceforth)’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IMBSA, henceforth).’ Seemingly having little connec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y frequently adopt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local
representative appointment requirement and adequacy test of GDPR.
There are more to mention. Benchmarking GDPR, amendment bills of
TBA and IMBSA claim to stand for relieving reverse discrimination in
regulation. In a word, bill drafters presumably intend to solve regulatory
issues induced by cross-border supply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rough capitaliz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nd local
representative appointment requirement of GDPR. However, it is not

unlike we try to open the lock with a wrong key. Figuratively speaking, it
is a crossbite between means and end. Regulatory approach of this kind
often leads to trade conflicts.
Much more serious attention is due to two elements of the amendment
bill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One is the reciprocity
provision and the other is the local server requirement. Aiming to
authorize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on a reciprocal basis, the
former is scheduled to go into effect very soon. This clause is obviously a
measure by origin discriminating between foreign online service
suppliers. Without MFN exemptions registered in any trade agreements,
Korea has no authority to implement such a measure. Although the latter
is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t is highly likely to run counter to
Korea’s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in the context
of GATS and KORUS FTA as well. Therefore, repealing the amendments
is greatly advisable to stop Korea from being embroiled in unnecessary
trad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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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수의 국내법 개정안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약방문처럼 벤치마크하고 있으나, 이 법의 국제통상협정
합치성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 EU 개인정보보호법에 국제통상협정 위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면, 이는 국내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EU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규정에
대한 GATS 양립성 분석 결과에 기초해 주요 국내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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