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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
강화 필요성 증가

▶ ’13년 발생한 미국의 NSA 감시프로그램 프리즘이 논란이 된 이후 EU 내에서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 EU-미국 간 세이프하버 협정 강화가 이뤄지면 세이프하버 협정을 지키기로 결정한 미국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질 것으로 관측

개요
▒ EU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사한 제3국으로만 EU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 허용
• EU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26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안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 허용
• 제3국 대상 자유로운 정보이전 허용을 위해 적절성 검토(Adequate level)1) 및 바인딩 기업 규칙2) 등 실시
▒ EU와 미국은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하여 세이프하버 체결
• ‘세이프하버(Safe Harbor) 원칙’이란 EU에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대응하여, 미국 상무부가

EU-미국간 통상촉진을 위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EU가 요구하는 정보보호기준을 충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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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 원칙3)

1) 제3국 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럽 개인정보지침을 비교하여 적절성이 보장된 제3국가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보장, 검토 통과한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스라엘, 스위스, 뉴질랜드, 美 세이프하버 외 6국가가 있음
2) BCR(Binding Corporate Rules) : 글로벌 기업에 의해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동강령(Code of Conduct)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성을 인정받지 못한 제3국가 내 글로벌 기업이 유럽국가와 자유로운 정보이전을 위해 준수해야하는 규칙.

BCR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6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이전 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3) 미국 기업들이 세이프하버 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고 미 상무부에 신고할 경우 유럽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 충족으로 간주

EU-미국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 강화 필요성 증가

• 동 원칙을 위반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 제5조 규정이나 기타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기본 원칙으로 ①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고지(notice) ②제3자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 및 목적에
준하는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choice) 제공, ③제3자로의 정보 제공(onward transfer)에 관한
원칙, ④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의 접근(access), ⑤안전성(security), ⑥사용 목적에 적합한 정보
처리(data integration), ⑦원칙 준수·청구·제재 메커니즘의 이행(enforcement) 포함
▒ EU 내에서 세이프하버 협정 강화 필요성 논의
• ’13년 미국 NSA의 프리즘 프로그램 지원 문제 이후, EU에서는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강화 혹은 폐지하자는 의견이 증가
•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유럽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동안 EU가 미국 IT업계에
혜택을 줬던 세이프하버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밝힘(’13.11)
• EU-미국 정상회담에서 EU 대표들은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EU 시민의 개인정보와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언급(’14.3)
• 또한, 금년 여름까지 세이프하버 협정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이전의 투명성을 증진하자고 협의
▒ ‘디지털민주주의센터(CDD)는 EU 프라이버시 규정 위반 혐의로 미국 30개 기업이 FTC에 제소
• ‘디지털민주주의센터(CDD)’는 어도비, AOL 세일즈포스닷컴, 데이터로직스 등 미국 IT업체들이 EU
회원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EU 세이프하버 협정’을 준수하는데 실패했다며

FTC에 제소(’14.8.14)
• CDD는 이들 기업이 사용자 동의 없이 EU 소비자에 대한 상업적인 차원의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
• CDD는 또한 FTC와 미국 상무부가 지난 ’00년 발효된 ‘EU 세이프하버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히 비난

감시활동까지 감시의 폭을 넓힌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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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던 시민단체들이 기업의 상업적인

/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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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D의 미국 IT기업에 대한 제소는 미국 IT기업들에 의한 EU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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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EU-미국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세이프하버 협정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단신 브리핑

따른 세이프하버 협정을 지키기로 선포한 미국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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