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시는 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담당자
연락처 : 044-205-2874 (FAX : 044-204-8939)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37 호(개인정보보호협력과)
2020 년 8 월 18 일
주제: ‘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추가 규정’에 대한 논의 참여 요청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이하 ‘BSA’) 1는 현재 유럽연합(이하 ‘EU’)의 적정성 논의 결정에 따라
‘EU 로부터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추가 규정’(이하 ‘추가 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에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쁩니다. BSA 와 가입 회원사들은 높은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전 세계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단체입니다.
그동안 BSA 는 전세계 정부들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 규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BSA 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규정의 본문이 확인되는
데로, 이에 대한 협회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SA (www.bsa.org)는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BSA 의 회원들은 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 사물 인터넷 등 데이터 중심 혁신의 최전선에서 활동 중이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와 같은 필수적인 보안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BSA 회원사: Adobe, Akamai, Amazon Web Services, Apple, Autodesk, AVEVA, Baseplan Software, Bentley Systems,
Box, Cadence, Cisco, CNC/Mastercam, DataStax, DocuSign, IBM, Informatica, Intel, MathWorks, Microsoft, Okta,
Oracle, PTC, Salesforce, ServiceNow, Siemens PLM Software, Sitecore, Slack, Splunk, Symantec, Synopsys,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and Work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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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는 국가간 개인정보의 원활하고 안전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상호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활용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이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국경간 원활하게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당히 중요하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인터넷 기반 기술 및 서비스의 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BSA 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안한 추가 규정이 유연한 조건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성립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이 책임 있게 국경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강경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추가 규정과 관련하여, BSA 는 행정안전부가 본 협회와 그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며,
추가 규정들이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BSA 는 이번 논의에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
김 근, BSA Kore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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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llaboration Divis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llaboration Division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Rm.# 537, 411 Hanuri Daero, Sejo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llaboration Division)

August 18, 2020
Dear Sir,
Subject: Request to Participate in the Consultation on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red to Korea from the European Union
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 2 welcomes the opportunity to engage wit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as it develops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red
to Korea from the European Union’ (Supplementary Regulations).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will be pursuant to a Korea-EU Adequacy decision by the EU. BSA and its
member companies are global organizations that provide data-driven services that support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across the world while maintaining high levels of data protection. As such, we
have contributed input to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s they seek to develop robust and effective

BSA | The Software Alliance (www.bsa.org) is the leading advocate for the global software industry before
governments and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Its members are among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creating software solutions that spark the economy and improve modern life. With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and operations in more than 30 countries, BSA pioneers compliance programs that promote legal software
use and advocates for public policies that foster technology innovation and drive growth in the digital economy.
2

BSA’s members include: Adobe,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AVEVA, Bentley Systems, Box,
Cadence, Cisco, CNC/Mastercam, IBM, Informatica, Intel, MathWorks, Microsoft, Okta, Oracle, PTC, Salesforce,
ServiceNow,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itecore, Slack, Splunk, Synopsys,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and Work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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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tection regulations. We therefore look forward to opportunities to share our views on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with the MOIS once the text of such regulations becomes available.
BSA supports efforts to develop internationally interoperable systems that allow for the smooth and
secur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that recognize the benefits of data uti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e importance of trust underpinning this all.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mooth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are important
to the global economy as a whole and are extremely important for cloud services and the creation of
innovative Internet-based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refore, we strongly suggest the proposed
regulations support robust personal data protection through requirements that are flexible, foster
innovation, and allow companies to responsibly transfer data across borders.
Given the relevance of the upcoming Supplementary Regulations, we respectfully request the MOIS
provide stakeholders, including BSA and its members, with an adequate opportunity with a sufficient
period of time to review and comment on them once they are publishe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discussion and stand ready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ay have.

Sincerely,

______________________
Geun Kim, BSA Korea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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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는 분:
이병남 과장님
연락처 : 02-2100-305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 층, 12 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2020 년 8 월 18 일
주제: ‘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추가 규정’에 대한 논의 참여 요청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이하 ‘BSA’) 1는 현재 유럽연합(이하 ‘EU’)의 적정성 논의 결정에 따라
‘EU 로부터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추가 규정’(이하 ‘추가 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에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쁩니다. BSA 와 가입 회원사들은 높은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전 세계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단체입니다.
그동안 BSA 는 전세계 정부들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 규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에

BSA (www.bsa.org)는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BSA 의 회원들은 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 사물 인터넷 등 데이터 중심 혁신의 최전선에서 활동 중이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와 같은 필수적인 보안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BSA 회원사: Adobe, Akamai, Amazon Web Services, Apple, Autodesk, AVEVA, Baseplan Software, Bentley Systems,
Box, Cadence, Cisco, CNC/Mastercam, DataStax, DocuSign, IBM, Informatica, Intel, MathWorks, Microsoft, Okta,
Oracle, PTC, Salesforce, ServiceNow, Siemens PLM Software, Sitecore, Slack, Splunk, Symantec, Synopsys,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and Work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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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BSA 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규정의 본문이 확인되는
데로, 이에 대한 협회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SA 는 국가간 개인정보의 원활하고 안전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상호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활용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이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국경간 원활하게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당히 중요하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인터넷 기반 기술 및 서비스의 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BSA 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안한 추가 규정이 유연한 조건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성립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이 책임 있게 국경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강경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추가 규정과 관련하여, BSA 는 행정안전부가 본 협회와 그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며,
추가 규정들이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BSA 는 이번 논의에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김 근, BSA Kore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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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Byung-Nam LE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4F, 12F, Seoul Government Complex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Privacy Policy Division)

August 18, 2020
Dear Sir,
Subject: Request to Participate in the Consultation on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red to Korea from the European Union
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 2 welcomes the opportunity to engage wit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as it develops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red
to Korea from the European Union’ (Supplementary Regulations).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will be pursuant to a Korea-EU Adequacy decision by the EU. BSA and its
member companies are global organizations that provide data-driven services that support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across the world while maintaining high levels of data protection. As such, we
have contributed input to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s they seek to develop robust and effective
data protection regulations. We therefore look forward to opportunities to share our views on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with the MOIS once the text of such regulations becomes available.
BSA | The Software Alliance (www.bsa.org) is the leading advocate for the global software industry before
governments and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Its members are among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creating software solutions that spark the economy and improve modern life. With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and operations in more than 30 countries, BSA pioneers compliance programs that promote legal software
use and advocates for public policies that foster technology innovation and drive growth in the digital economy.
2

BSA’s members include: Adobe,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AVEVA, Bentley Systems, Box,
Cadence, Cisco, CNC/Mastercam, IBM, Informatica, Intel, MathWorks, Microsoft, Okta, Oracle, PTC, Salesforce,
ServiceNow,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itecore, Slack, Splunk, Synopsys,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and Work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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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supports efforts to develop internationally interoperable systems that allow for the smooth and
secur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that recognize the benefits of data uti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e importance of trust underpinning this all.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mooth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are important
to the global economy as a whole and are extremely important for cloud services and the creation of
innovative Internet-based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refore, we strongly suggest the proposed
regulations support robust personal data protection through requirements that are flexible, foster
innovation, and allow companies to responsibly transfer data across borders.
Given the relevance of the upcoming Supplementary Regulations, we respectfully request the MOIS
provide stakeholders, including BSA and its members, with an adequate opportunity with a sufficient
period of time to review and comment on them once they are publishe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discussion and stand ready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ay have.

Sincerely,

______________________
Geun Kim, BSA Korea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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