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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함은 몰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전자적 거래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 처
리하고 있다. 나아가 컴퓨팅 능력의 향상으로 인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
전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처리 등을 더욱 가속화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을 날
로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
기고 관련 규제를 정립·발전시키고 있다.
멕시코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립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정정, 삭제 및 반
대 권리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
법은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청”을 설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
리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주체로 하여금 위 보호청에 대하여
권리보호 요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보호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이 보호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방 조세행정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헌 논의가 일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입법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 여부를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
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의 체계성을 담보하고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관간의 업무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로서의 동의 규제나 각종 형식 규제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처벌 없는 규제로 전
환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주제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원칙, 프라이버시 통지,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처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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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각국은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에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그 보호 강화 또한 사
회적으로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의 지나친 보호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
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
는 것이다.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배덕광 의원이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2) 즉, 신성장 산업인 빅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법
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장의 다변화는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
하다. 특히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주요 제조업이 투자하여 미국에 대한 수출을 증진시키고 있는
멕시코는 우리 기업 해외진출의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제45대 대통
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NAFTA 폐기와 멕시코 장벽 등의 논란으로 인하여 멕시코 경제에
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NAFTA를 폐지하고 관세가 부활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멕
시코의 대미수출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월마트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인 2016년 12
월 멕시코에 13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기로 하였다.4)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
코에서의 소비 지출 증가는 월마트와 같은 기업의 투자 유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외국인투
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규제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하였다.5) 이와 같이 트럼프 당선
1)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2) 전주(前註)
3) 엘코코아노 멕시코 교민신문, [트럼프 쇼크] 멕시코 자동차-전자업계 패닉(2016. 11. 15).
4) 한국일보, 트럼프 경고에도 해외투자 나선 월마트(2016. 12. 9).
5) 전주(前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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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멕시코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의 관련 법제도를 우선 이해
하여야 한다.6) 특히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는 해당 근로자들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의 기술적 진보는 이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이와 같은 기술적 발전에 상응하여 체계적으
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대로 작
동하지 못함으로써 각 부처별 규제 및 소관 영역별로 실질적인 규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유사영역의 모든 법률들을 검토해 보고 적용상의 우선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
그 규정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이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운
영하고 있는 멕시코 입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을 참고한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이해하는 것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모색함에 있어 우리 법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멕시코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발전과정
1. 멕시코 시장 환경과 산업 현황8)
멕시코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규모의 국가이며 인구수는 약 1억 2,000만 명으로 전세
계 11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는 태평양 및 대서양과 접해있으며 미국과는
1,864마일 정도의 국경선이 맞닿아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73.5%
를 차지하 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에너지, 통신, 금융, 교육, 회계, 정치, 노동, 법제 등 다양한 부
문에서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다국적기업들에게 있어 멕시코는 해외직접투자에 각광받는 국가
6) 오일석, “멕시코 에너지 개혁과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약적 방안에 관한 고찰”, 서울법학 제24권 제4호(2017. 2), 50면 참조.
7) 윤석진, 개인정보보호법제 일원화 방안, 인터넷-정보보호 법제 연구-2016년도 인터넷법제도포럼 연구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12),
359면 참조.
8)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영삼, 글로벌 환경변화애 따른 한국기업의 멕시코 진출전략, 라틴아메리카 지역 Issue Paper 제20호,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2017. 6), 10-13면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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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전세계 주요 10대 해외직접투자 유입 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 플랫폼
(export platform)으로서도 매력적인 국가인데 약 12억 인구에 해당하는 46개 국가와 FTA협정
과 6개의 경제공동체 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 가맹국으로서 향후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아시아 국가로까지 활발한 교역활동을 하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역내 무역거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
차 및 부품, 원유 및 가스, 농산품, 화학품, 가전제품, 의학기기, 제약, 광산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
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 산업의 경우 1993년도 기준 미국 약 86만대, 캐나다 약 200만대, 멕시코
약 110만대에서 2014년도에는 미국 약 1,200만대, 캐나다 약 240만대, 멕시코 약 340만대로 생
산량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의 여라
지역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다. 멕시코는 항공산업 분야에 있어 미국에게 6번째로 큰 공급자
이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8번째 생산지이자 4 번째 수출국이다. 멕시
코는 맥주, 아보카도 세계 1위, 수박 세계 2위, 파프리카, 레몬 세계 3위, 딸기, 야채 세계 4위 등의
순위를 차지하는 등 농산품 관련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출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의 인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20세기 후반부터 멕시코 사회
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에 기술 발전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및 사용하
기 시작하였고 퍼스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전하며
제3자가 인식하도록 가능하게 하였다.9)
다른 기본권이 유럽과 미국의 공동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권은 유럽에서 프라
이버시의 일종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발전시키고 수용한데서 비롯하였다.10)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이전하고 전달하며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개인정보 또한 자주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 전달과 수용의 통로인 인터넷은 지속
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조치들은 그리 발전하지 못한 채, 인터

9) Arenas Ramiro, M. El derecho fundamental a la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Europa. Valencia: Tirant lo blanch(2006), pp.83-84.
10) Piñar Mañas, J. L., Protección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en Iberoamérica (II Encuentro iberoamericano de protección de datos, la
Antigüa-Guatemala, 2-6 de junio d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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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을 통한 정보의 전달과 소통 및 수용은 개인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동반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위원회가 협정108 및 EC 지침 95/46/EC 등을 발표되어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도 개인정
보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협정과 지침의 영향을 받아 멕시코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게 되었다.11)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지침 95/46/EC와 유럽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와 그 자유로운 이동으
로부터 개인의 보호(1995. 10.24)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와 동일하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 법제 발전과정
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 체계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민간기관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Federal Law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ossession of Private Parties :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함)”과 관련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멕시코 헌법 제16조 제1항 및 제12항은 “누구도, 법률에 의한 관할기관의 명령에 의한 경
우 이외에는, 개인의 사적 영역, 가족, 주거, 문서 또는 소유물(통신 장비에 대한 감청을 포함함)
등에 대하여 침입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6
조 제2항은 프라이버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저장,
유포(divulging) 또는 이전(집합적 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과 개인정보 보호권은 제3자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하는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개인정보의 침해로 이어지지만 개인정보
의 보호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11) Domínguez González, L. A.. Transparencia de la información pública y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un balanceo necesario. Madrid:
Servicio de Publicaciones de la Facultad de Derecho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2010), pp.1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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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과정
멕시코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처음으로 법률상 인정된 것은 2002년 멕시코 의회가 “연방
정부 공공정보에 대한 투명접근법(Federal Law for Transparency and Access to Public Governmental
Information, 이하 ‘투명접근법’이라 함)”을 통과시키면서 부터이다. 위 투명접근법은 정부 부처
및 기타 연방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정보에 누구든지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법은 정부 기관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
하고 있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연방 정보접근 및 데이터 보호청(IFAI)”이 창설되었다.
이후 멕시코 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을 다 하였다. 2009년 멕시코 의
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권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의회는 “민간기관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Federal Law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ossession of
Private Parties :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이하 ‘개
인정보 보호법’이라 함)”을 2010년 7월 5일 연방 관보에 공포하고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프라이버스 통지와 프라이버시 권리 실행 등과 관련한 몇몇 규정들은 2011년 또는 2012년
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12) 이 법률은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또는 보관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정부 기관, 신용
정보보고기관 및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13)
2014년 1월 멕시코 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연방 정보접근 및 데
이터 보호청(IFAI)”14)의 임무를 이관 받을 독립된 자치 기관을 창설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다. 그렇지만 위 “연방 정보접근 및 데이터 보호청(IFAI)”이 내부 규칙을 개정하여 위 헌법 개정
에서 창설된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후 “정부공공정보에 대한 투명접근 일반법(General Law for Transparency and Access to Public
Governmental Information)”이 제정되어 기존 “연방 정부공공정보에 대한 투명접근법”이 폐기되
었다. 이에 따라 위 데이터 보호청(IFAI)이 수행한 모든 업무는 새로이 설립된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청(National Institute of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ion

12) http://thelawreviews.co.uk/edition/the-privacy-data-protection-and-cybersecurity -law-review-edition-3/1140169/mexico
13) Norton Rose Fulbright, Global data privacy Directory(July 2014), p.10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항 및 제2항.
14) 이 기관은 연방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반자치적 기관(semi-autonomous agency)으로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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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rsonal Data : INAI)이 수행하게 되었다.15) 이 보호청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 등에 의한 개
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16)

다. 개인정보 보호 규칙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수
탁자처리자, 제3자 등 모든 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있다. 멕시코 행정부
는 위 원칙과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2011년 12월 21일에 공
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월 17일 멕시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Secretaría de
Economía)는 프라이버시 통지에 관한 강행적 지침(mandatory guidelines : Lineamientos del Aviso
de Privacidad)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2013년 4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프라이버
시 통지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2014년 5월 29일 “개인정보
에 관한 자체규정요소(Parameters for Self Regulation regarding personal data)를 제정하여 5월 30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17) 한편 1) 멕시코 영토 내에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2) 멕시코 영토 내외를 불문하고 멕시코 개인정보수탁자를 대리하여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3)
(개인정보수탁자가 멕시코 영토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제조약이나 계약의 이행에 따
라 멕시코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4) 개인정보처리자가 멕시코 영토 내에 있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멕시코 내에 위치한 수단(이러한 수단이 단지 정보 이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는지의 여
부는 따지지 않음)을 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위 규칙이 적용된다.18)

라. 기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연방 소비자보호법 및 연방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마케팅 목적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 처리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제품에 관한 마케팅을 원하는 회사 또는
금융기관들은 마케팅 정보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 목록을 검토한 다음 이를 연방 소비자검찰청
(Federal Consumers Attorney’s Office : Profeco)이 운영하는 소비자공적등록(the Public Registry of
Consumers)에 등재하거나 국가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15) http://thelawreviews.co.uk/edition/the-privacy-data-protection-and-cybersecurity -law-review-edition-3/1140169/mexico
16) Cynthia Rich, Privac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Bloomberg BNA Privacy and Security Law Report(2015. 4. 27), p.7.
17)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s : Mexico(2016. 10. 20), p.1.
1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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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inancial Services Users : Condusef)가 운영하는 개인사용자공적등록(the Public Registry of
Individual Users)에 등재하여야 한다.19)

Ⅲ.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와 그 보호 원칙
가. 개인정보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20) 개인정보 가운데
개인 생활에 있어 가장 사적인 영역을 다루는 개인정보로서 잘못 사용될 경우 차별을 일으킬 수
있거나 정부주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라 한다.21)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1) 인종, 2) 현재 및 향후의 의료 관련 정보, 3) 유전 정보, 4) 종교, 5) 철학
적 또는 도덕적 경향, 6) 노동조합 가입 여부, 7) 정치적 성향, 8) 성적 취향 등이 포함된다.22)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합법성,
동의, 통지, (정보의) 질, 목적, 성실, 비례성 및 신뢰성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23) 하여 개
인정보 보호 8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라 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결정하는 개인
또는 민간 법인을 말하며,24) 개인정보수탁자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25) 아울러 개인정보는 이 법과 다
른 규칙에서 정한 절차 규정에 따라 수집되고 처리되어야 하며,26)개인정보는 사기 또는 기만적인
19) http://thelawreviews.co.uk/edition/the-privacy-data-protection-and-cybersecurity -law-review-edition-3/1140169/mexico
20)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항.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전단.
2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후단.
23)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24)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6항.
25)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9항.
26)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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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하여 취득되어서는 아니된다.27)
합법성은 개인정보가 멕시코 법률과 국제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동
의는 개인정보는 그 수집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29)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30) 개인정보의 질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31) 목
적은 개인정보는 수집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2) 충실성은 개인정보처리자 등
은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다.33) 비례성은 프라이버시 통지에 표시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애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는 것을 말한다.34)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지정된 사용
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35)
이러한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 Radiomóvil Dipsa S.A. Of C.V. (이하 ‘Telcel’이라 함) 사
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Telcel은 “연방 정보접근 및 데이터 보호청(IFAI)으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이유로 9,940,000페소의 벌금을 부여받았다.36)
Telcel은 수많은 이용자들에 대하여 지불 독촉을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
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Telcel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성명, 핸드폰 번호, 전
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였다.
Telcel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이나 프라이버시 통지에서 표시한 목적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또
한 Telcel은 사전 동의 없이 기밀 정보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Telcel은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성 원
칙을 위반하였으며,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았으므로 충실성 원칙도 위반
27)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2문.
28)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
29)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
30)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3조.
31)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6조.
32)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40조.
33)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44조.
34)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45조.
35)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47조.
36) http://thelawreviews.co.uk/edition/the-privacy-data-protection-and-cybersecurity -law-review-edition-3/1140169/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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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비례성 원칙도 위반하였다.37)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
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주장하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부과되지 않았다. 만일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하였고 사법체계가 선진화된 국가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면 결
과는 달라졌을 것이다.38)

2. 정보주체
가. 정보주체와 관련한 판례의 발전
멕시코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Justice of the Nation)은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소통
하고자 원하지 않고 기밀 정보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권한이라고 하였다.39) 즉
멕시코 대법원은 헌법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개인은, 다른 사람은 물론 국가로부터, 자신은 물
론 그 가족의, 거소 및 점유에 있어 사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사람의 자유는
자신의 신체는 물론 온전성에 대한 결정의 자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함
은 물론 국가가 그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대법원은 “이와
같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사적인 생활 또한 혜택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말을 통하여 프라이버시
와 사적인 생활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였지만 프라이버시나 사적인 생활은 결국 대중이 알고자 하
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개개인의 비밀스러운 영역에 속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점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종의 존중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도덕적 인간의 경우 “평판(reputation)”이라는
이해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그런데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하여 위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개인이건 법인이건 멕시코 법원은 인격적 손해(moral damage)로서 배상하도록
하였다. 멕시코 대법원은 법인 또한 인격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격(personality)과 결합되어 고착된 결합체로서의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평판이나

37) Id.
38) Id.
39) Execution with registration number 20018, consulted in the Judicial Weekly of the Federation. Ninth Season. Volume XXV, March 2007,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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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 등과 같은 개념이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40)
2009년에 멕시코 대법원은 검찰청에 구금되거나 피의자로서 소환된 적이 없는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괴롭힘(annoyance)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가 1) 법규에 의하지 않
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요구 또는 등록하거나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위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이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1) 개인정보 보호 권리는 단순한 도덕적 권리가 아니라 기본
권의 하나라고 하였다. 즉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적 권리로부터 개인정
보 보호 권리가 파생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프러이버시권은 오직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고 하였
다.42) 즉 멕시코 대법원은 자연인과 법인에 있어 개인 정보의 보호는 그 내용이나 기밀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을 법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위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적인 정보는 그 주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
우 공개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3자 등에게 공개하는 경우
정보주체로 하여금 공개에 반대할 수 권리가 있다는 것과 반대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함이 없
이 공개된다는 사실이 통지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멕시코 대법원이 확인한 개인정보 보호권은
자연인의 권리라는 점은 LAI 제2조 제3항으로 규정되었다.43)

나.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 또는 그 법률대리인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접근(access), 정정
(rectification), 삭제(cancellation) 및 반대(opposition)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44) 여기서 미성
년자 또는 행위무능력자의 경우 멕시코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 권리 가운데 일부를 행사하였다 하여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접근, 정정, 취소 및 반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1) 정보 주체의 성명, 주소 또는 이

40) Manuel González Díaz. Thesis of jurisprudence(2005).
41) Judicial Weekly of the Federation and its Gazette. XXX, November 2009. Page: 401. Thesis: 1a. CLXXXVIII / 2009. Isolated Thesis.
Subject (s): Criminal.
42) Judicial Weekly of the Federation and its Gazette. XXVIII, July 2008. Page: 549. Thesis: 2a. XCIX / 2008. Isolated Thesis. Subject (s):
Administrative, Constitutional.
43) Judicial Weekly of the Federation and its Gazette. XXIII, January 2006. Page: 2518. Thesis: XIII.3o.12 A. Isolated Thesis. Subject (s):
Administrative.
4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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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에 따른 조치를 통지 받을 수 있는 수단, 2) 정보 주체의 법률상 대리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 3) 정보 주체가 행사하고자 하는 위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
및 4) 개인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문서나 자료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45)
한편 개인정보는 이와 같은 권리가 지체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는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정보주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예상되는
기간 동안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
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요구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그 개인 정보가 정보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프라이버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46) 정보에의
접근권은 정보 주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구축하거나, 복사, 전자문서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하여 언제든지 프라이버시 통지를 할 수 있는 상
태를 구축함을 말한다.47) 정보 주체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권
리가 있다.48)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 주체는 변경 요구사항과 이를 뒷받침할 증
거가 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9)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50)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
보 주체에 대하여 특정 회사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처리를 중지하도록 하는 권
리를 부여하였다. 개인 정보 삭제의 요구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폐쇄 조치를 한 다음 실제로 완
전히 제거되도록 한다.51) 그렇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배타적으로 해당 개인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52) 폐쇄 조치 기간은 처리 절
차에 적용되는 제한기간과 동일하다.53)
일단 개인정보가 삭제되면 정보 주체에게 통지되어야 한다.54) 한편 개인정보가 정정 또는 삭제
45)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46)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47)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48)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103조.
49)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104조.
50)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5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1문.
5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2문.
5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3문.
5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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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전되어 제3자에 의해 처리될 상황에 처한 경우 정보 주체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한 정
보 주체에게 이를 통지하여 제3자가 그 정정이나 삭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5)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1) 해당 정보가 민사상 또는 행정 계약 혹은 조
합 계약의 당사자와 관련이 있고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상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가 세금 납부, 수사 및 소송 절차는 물론 행정적 금지조치를 방해하는 경
우, 4) 정보 주체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정보 주체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 진단 혹은 보건 서비스의 관리와 예방을 위
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56)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처리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57)
정보 주체가 접근, 정정, 삭제 및 반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1) 정보 주체의 성명 및 주소 혹은
기타 자신의 요구를 통지받을 수 있는 장소, 2) 정보 주체의 법률상 대리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 3) 정보 주체가 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 4) 개인정보의 위
치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문서 등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다.58) 59)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야 할 담당자 혹은 부서
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
다.60)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정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발급
을 요구할 수 있다.61)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접근, 정정, 삭제 및 반대 권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주
체에 대하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62)

55)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56)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57)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58)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59)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인증된 전자문서도 허용된다. 대리인의 경우 정
보 주체의 신분,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대한 사항은 멕시코 민법에 따른다.
60)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6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6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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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1) 개인정보의 접근, 정정, 삭제 및 반대 권리를 행사한 자가 해당 정보의 주
체가 아니거나 법률상 대리인이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경우, 2) 해당 개인정보를 자신의 데이터베
이스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3) 제3자의 권리가 악영향을 받은 경우, 4) 개인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정정, 삭제 및 반대를 허가하지 않는 법률상의 이유 또는 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5) 정정, 삭제 또는 반대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그 정정,
삭제 및 반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6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접근, 정정, 삭제 및 반대
요구에 대하여 일부 거부를 할 수 있다.64)
정보주체는 운송 비용 혹은 복사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
불하여야 한다.65) 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정보주체가 위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위 비용은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3일에 해당하
는 최저임금을 넘지 못한다.66)

3.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전
가.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처리’라 함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회수(retrieval), 사용, 공개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에는 접근, 관
리, 개발(exploitation), 이전 또는 처분 등이 포함된다.67)
또한 개인정보는 특정되고 명백하며 정당한 목적 하에 수집되어야 하며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그 수집과 처리 목적에 적합하고 관련
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 또는 처리될 수 없다. 개인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수집 또는 처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부정확하거나 비완성적
63)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64)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2항.
6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66)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
67)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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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인정보는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수집 또는 처리의 목적에 의하여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와 합의한 내용 및 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될 것임
을 감수한데에 대한 신뢰성과 같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됨에 있어 자신의프라이버시가 보호
될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68)

(2) 프라이버시 통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프라이버시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
다. 프라이버시 통지라 함은 물리적, 전자적 혹은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의
하여 생성된 문서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이전에 그 정보주체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내용과 이
유에 대하여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69) 이 통지는 종이 문서는 물론, 전자적 또는 오디오 포맷이
나 기타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종합적 프라이버시 통지(comprehensive privacy
notice)는 최소한 1)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원 및 주소, 2) 정보처리의 목적, 3) 정
보의 사용과 공개를 제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옵션(options)과
수단(means), 4) 이 법에 따른 접근, 수집, 철회 또는 반대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means), 5)
정보 이전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장소, 6)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통지
를 하는 절차와 방법, 7)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통지는 민감한 개인정보
가 처리될 것임 등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위 “프라이버시 통지에 관한 강행적 지침”은 정보주체로부터 1)개인적으로 습득한 경우,
2)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습득한 경우, 3) 매우 협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습득한 경우 등 개인정보
를 획득한 방법에 따라 각각 프라이버시 통지를 1)종합적, 2) 간소화, 3) 약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
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통지 방법은 모두 특정 공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정보주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통지가 이루어졌
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68)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s : Mexico(2016. 10. 20), p.2.
69)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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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70) 정보주체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 즉, 동의는 구
도, 문서, 전자적 혹은 광학적 방법은 물론 기타 기술적 방법 또는 확실한 표지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7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제공한 프라이버시 통지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
절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imply)된다.72) 금융이나 상속(patrimonial) 관련 정보는
물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73)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데, 동의의 철회와 관련하여 개인정
보처리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74)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서명, 전
자서명 또는 기타의 인증 체계에 따라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75)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는 한 생성될 수 없다.76)
그렇지만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일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소스에 해당 정보가 있
는 경우, 3) 개인정보가 이전에 이미 분리 절차(dissociation procedure)에 들어간 경우, 4)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법률적 관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5) 특정 개인의 신체
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6) 의료적 치료, 예방, 진단, 건강
보험 제공, 의료행위 또는 서비스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주체가 일반의료법(General
Health Law)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제공할 수 없고 이러한 정보처리
가 전문가 비밀준수 의무에 대상이 되는 경우, 7) 정부 당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
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77)

다. 개인정보의 이전
70)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문.
7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2문.
72)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3문.
7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4문.
7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5문.
75)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제1문.
76)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제1문.
77)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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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위탁저리자 이외의 국내 또는 국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정보처리를 제한한 목적과 프라이버시 통지를 그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만 한
다.78)
정보처리는 프라이버시 통지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프라이버시 통지에는 정
보주체의 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3자는 개인정보
를 이전한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감수(assume)하여야 한다.79)
개인정보의 국내 또는 국외 이전은 즉 1) 법률이나 멕시코가 당사자인 조약에 의한 경우, 2) 의
료 진단 또는 예방, 보건의료 제공, 의료 치료 또는 보건 서비스 관리를 위한 경우, 3) 개인정보처
리자의 공동 통제를 받는 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사이에서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같은 그룹 산하의 회사들로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4)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
인정보처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 계약의 이행 때문에 필요한 경우, 5) 공공의 이익 또는 질서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6) 재판 절차에서 권리에 대한 인식,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법률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수행이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80)
위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수탁자
(data processor)에게 통신(communication) 또는 전송(transmission)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위탁처리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위탁처리자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지시한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정보위탁처리자는 이
법률, 규칙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하며,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81)
정보위탁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법률적 의무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종료하거나 그 지시가 있는 경우 처리된 개인정보를 삭재하여야 한다. 정
보위탁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정하거나, 하위 계약(subcontracting)이 있거나 또는 정부
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78)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79)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
80)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81)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s : Mexico(2016. 10. 2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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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위탁처리자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합의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프라이버시 합의와 부합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정보 주체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신의 조
직 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82)

마. 보안조치8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상실, 변경, 삭제 또는 비인가적 이용, 접근 또는 처리 등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의 보안조치를 개인정
보 보호에 채택할 수 없다.
보안 조치를 수립하는 경우 관련된 위험, 정보주체를 위한 잠재적 결과, 정보의 민감성, 기술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위반통지
정보주체의 재산적 또는 물리적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처리 단계에서 보안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그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를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칙은 위반 통지를 하는 경우 1) 위반의 성질, 2) 관련된 개인정보, 3) 정보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 4)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시정 조치, 5)
정보주체가 위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2)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83)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s : Mexico(2016. 10. 2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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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청”을 통한 권리보호절차
가.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청”은 멕시코 사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행을 촉진하며 그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아울러 이 보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이해관계인들의 의무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
립되었다.84)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청”은 멕시코 연방의 행정청 가운데 하나로 운영, 예산 및 그
결정에 있어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청”은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및 이행의 감독, 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행정 해석, 3)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에 대한 기술적 지원, 4) 이 법 적용에 관한 의견 및 권고의 제시(issue), 5) 정보의 성질, 처리 목
적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정보보안에 관한 국제적 최적관행과 기준
의 전파, 6) 권리 보호 및 절차 인증과 관련한 청문 및 결정,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관
련 기관 및 감독 기구 등과의 협력, 8) 멕시코 의회에 대한 연차활동보고서의 제출, 9) 국제 포럼
에의 참가, 10)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또는 기존 처리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등을 실
시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실행, 1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분석, 연구 및 조사의 개발,
촉진 및 전파, 12)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85)

나. 개인정보 권리보호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률상의 대리인은 자신의
주장 내용과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권리보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86) 개인정보 보호 요
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정보주체에 통지된 이후 15일 이내에
위 보호청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87)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 대응을 받지 못한 경우 위 대응 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
84)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85)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86)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1문.
87)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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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자신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정정, 삭제 또는 반대를 요
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88) 개인정보처리자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정
보주체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변경이나 수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요구한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는 위 보호청에 보호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89) 권리보호절차 요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청은 이를 15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송부하면서 관련된 증거 및 주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90) 이 보호청은 관련
된 모든 증거를 인정(admit)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증
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거가 제출된 이후 보호청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
여 5일 이내에 그 주장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91)
권리보호절차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호청은 증거를 분석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기된 개인정보 요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92)
권리보호절차의 요청은 보호청이 제공하는 바에 따른 문서 형식 혹은 전자적 형태로 1)정보주
체 또는 법률상 대리인의 성명, 2) 개인정보처리자의 성명, 3) 정보주체 등의 주소, 4) 개인정보처
리자로부터 대응을 받은 날, 5) 권리보호 요청 사유, 6) 기타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될 수 있다.93)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통지를
위해 충분한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94) 한편 이와 같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요청서가 접수
된 경우 보호청은 정보주체 등에 대하여 5일 이내로 해당 내용을 보정할 것을 권리보호절차 요청
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 받을 것이며, 만일 위 기간동안 보정되지 않으면 해당 요청서
의 제출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95)
권리보호절차에 대한 결정은 해당 요청서가 접수된 이후 5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96) 권리
보호절차에서 정보주체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결정문이 송달된 후 10일
88)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2항.
89)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3항.
90)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4항.
91)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5항.
92)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6항.
93)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제1항.
94)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제4항.
95)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96)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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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해당 권리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위
보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97)
이 보호청은 권리보호 요청이 이유가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정보주체
의 대응을 인용하거나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98) 위원회는 1) 관할권이 없거나, 2) 위원회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청원인에게 최종 결정을 행하였거나, 3) 정보주체가 제기한
사안에 변경이나 철회를 가져올 수 있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4) 권리보호 요청이
비합리적이거나 위법적인 경우 및 5) 요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위 요청을 각하(reject)하여야
한다.99)
이 보호청은 1) 정보 주체가 사망하거나, 2) 정보주체가 해당 요청을 취하하거나, 3) 권리보호
요청이 인용된 이후 불인용 근거가 발견된 경우, 4) 다툼의 대상이 없는 경우(moot) 등에는 각하
(dismiss)하여야 한다.100) 이 보호청은 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
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101) 만일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
하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되며 문서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 요
청은 다툼의 대상이 없는 바(moot), 위 보호청은 조정 합의 사항의 이행을 조사하게 된다.102)
만일 정보주체의 접근, 정정, 삭제 또는 반대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정보주체가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한 경우, 이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그 답변이 이루어졌음을 10일 이내에 입증하도록 통지하거나
위 요청에 답변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위 요청에 대하여 답변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위 요청은 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without merit) 간주되는 바, 이 보호청은 동 요청을 기각
(dismiss)하여야 한다.103)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연방 행정조세법원(Federal Tax and
Administrative Court)에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04) 이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정보주
97)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98)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99)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
100) 개인정보 보호법 제53조.
101)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제1항.
102)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제2항.
103) 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제1항.
104) 개인정보 보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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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거하고 공개될 수 있다.105)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처리위탁자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정보주체는,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적용가능한 무손보장약정(indemnity)106)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벌칙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통제되며 관련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정보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07)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이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만일 이 법률 또는 관련
규칙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위 보호청은 이 법률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의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08)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강한 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09)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정정, 삭제
또는 반대 요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110) 또한 개인정
보처리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정정, 삭제 또는 반대 요구에 대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111) 개인정보처리자의 데이버베이스에 일부 또는 전부의 개인정보가 존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주의하게 선언하여서는 아니 된다.112)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105) 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106)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면책보증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여
기에서는 무손보장약정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무손보장약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일석, 원유ㆍ가스 탐사개발계약에서의 계
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참조.
107) 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108)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s : Mexico(2016. 10. 20), p.5
109)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110)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호.
111)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2호.
112)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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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113)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다른 프라이버시 통지 또는 다른 사항들을 생략하
여서는 아니 된다.114)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에 실패하거나, 정보저치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성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15)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절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116)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17)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를 위하여 원본 개인정보를 중대하게 변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118)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프라이버시 통지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119)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프로그램 또는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행하
여야 한다.120)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서 허가된 경우 이외에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양
도하여서는 아니 된다.12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12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국의 조사 절차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123) 개인정
보처리자는 사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24) 개인정보처리자
는 위 보호청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사용 종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125) 개인정보처리자는 멕시코 헌법 제16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접근, 정정, 삭
제 및 반대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다.126)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는 아니 된
다.127)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11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4호.
114)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5호.
115)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6호.
116)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7호.
117)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8호.
118)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9호.
119)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0호.
120)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1호.
121)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2호.
122)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3호.
12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4호.
124)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5호.
125)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6호.
126)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7호.
127)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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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28)
위 보호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29) 이 보호청은 위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 멕시코 시티의 최소 임금의 100배부터
160,000배130)의 과징금(fine)을 혹은 200배부터 320,000배131)의 과징금(fine)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상습적으로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보호청은 100배부터 160,000배의 과
징금(fine)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132)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위 과장금의 2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133) 이와 같은 과장금의 부과가
있다고 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134)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관리하의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위반
(security breach)을 발생시킨 경우 3개월부터 3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135)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주체 혹은 개인정보 처리 권한자의 실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기
만적으로 처리한 자는 6개월부터 5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136) 민감한 개인정보가 관
련된 경우 위 처벌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137)

6. 기타
법
제

가. 전자적 마케팅
이메일을 이용한 마케팅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프라이버시
통지와 동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138)
128)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9호.
129)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호.
130)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2호.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2호부터 제7호의 의무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131)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3호.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8호부터 제18호의 의무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13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4호 전단.
133)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4호 후단.
134)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135)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
136)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
137) 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
138)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s : Mexico(2016. 10. 2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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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프라이버시
쿠키, 웹 비컨(web beacons) 및 기타 유사한 기술의 사용과 관하여 위 규칙과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온라인 트래킹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의
사용,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 이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고지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지에는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그 수집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
시되어야 한다.139)
IP 주소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부 당국이나
법원에서 명확하게 결정하거나 판단한 경우는 없다.

Ⅳ. 시사점
1.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상 규정
멕시코의 경우 헌법 제16조 제1항 및 제12항은 누구도, 법률에 의한 관할기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의 사적 영역, 가족, 주거, 문서 또는 소유물(통신 장비에 대한 감청을 포함
함) 등에 대하여 침입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규정함은 물론, 헌법 제16조
제2항에서 프라이버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저장, 유
포(divulging) 또는 이전(집합적 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멕시코
는 헌법에서 직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
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
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40) 우리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
라 국가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
139)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s : Mexico(2016. 10. 20), p.6.
140)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판례집 17-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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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과 타인 제공을 금지하며 그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41)
멕시코 헌법과 같이 우리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저장, 유포 또는 이전 등을 법으로 정립하도록 헌법상 규정한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을 기초로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보
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이 헌법상 명문화됨으로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산업 발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처리 등에 있어 헌법상 규정
된 개인정보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도록 할 것이다.

2.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두 OECD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
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멕시코
의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상세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
리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
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대한 제
한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
인정보의 이전 제한 등 매우 상세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
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에 대하여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법정손해배상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와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멕시코의 경우 독립된 행정청인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
청”이 중심이 되어 이들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효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집행을 위
하여 분산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141) 김승대, 헌법학강의, 법문사(2017), 231면 참조.

2017. 12

171

법
제

법제논단

3. 개인정보 처리 등에 있어 동의 등 사전 규제에 대한 검토
멕시코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또는 프라이버시 통지’와 ‘동의’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전 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 규제 체계는 개인정보 보
호를 강화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가 활용하는 정보는 주로 비식별정보인데 이러한 정보가 개인식별 가능성을 띄게 되는 경
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바 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고 수집목적을 넘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유기
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42)
빅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도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모든 단계마다 동의를 얻어야 하
는 문제점이 있다.143)
그러므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유형을 법률상
규정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즉 사전 규제로서의 동의 규제나 각종 형식 규제는 과감
히 축소하거나 처벌 없는 규제로 전환하여, 보다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고, 사후적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44)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는 물론 멕시코에서도 이와 같이 사
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제재로 변경이 발생할 것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함은 몰론 정보통신
142) 김수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KERI Brief(2015. 12), 13면 참조.
143) 전주(前註)
144) 최경진,

글로벌사업자의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보호의 국가적 규제 토론문,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권 확립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한국연구재단(2015. 11. 5), 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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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전자적 거래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 처
리하고 있다. 나아가 컴퓨팅 능력의 향상으로 인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
전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처리 등을 더욱 가속화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을 날
로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
기고 관련 규제를 정립·발전시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립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
한 접근, 정정, 삭제 및 반대 권리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
집 및 처리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통
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
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하여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청”을 설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주체로 하
여금 위 보호청에 대하여 권리보호 요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보호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
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호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방 조세행정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헌 논의가 일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입법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 여부를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
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의 체계성을 담보하고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관간의 업무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로서의 동의 규제나 각종 형식 규제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처벌 없는 규제로 전
환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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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Mexico
Il-Seok, Oh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Advanced ICT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IoT have threaten
to breac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U countries, U.S., Korea and Japan have establish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Mexico where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and operated several plants and facilities to export to U.S., has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xico congress passed “Federal Law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Held by Private Parties(herein after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he Act described “Principle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Rights of Data Owner”, “Exercise
of Rights of Access, Rectification, Cancellation and Objection”, “Data Transfer”, “Rights
Protection Procedure” and “Violations and Penalties”. The Federal Institute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established by the Act will have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the right to personal data protection in Mexican society and overseeing the due
observ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Compared with the Mexican Act,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scribed
more precisely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Owner, Processing Procedures and
Restrictions, Security Measures, and Damage and Compensation Clauses including Pu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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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However the Mexican Act seems more efficient because the Federal Institute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has the concentrated power related with Personal
Date Protection. Considering Mexican Constitution having personal data protection clause,
Koreans shall have to take into account describ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lause into
Korean Constitution when they amend it.
Keyword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rinciple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Privacy Notice,
Consent of Data Owner, Personal Data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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