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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A의 개요 및 역할

(1) DAA 개요와 조직

▶ 온라인 광고 연합단체인 DAA(Digital Advertising Alliance)는 광고 및 마케팅 업계 단체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으로,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관행을 수립하고
시행
• DAA에는 4A’s, AAF(The American Advertising Federation), ANA(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BBB(Better

Business

Bureau),

DMA(Data&Marketing

Association),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NAI(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
등 광고 마케팅 분야의 단체들이 설립 회원으로 참여
• DAA의 조직구성은 CBBB(The 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s)1와 DMA(Data &
Marketing Association)가 협업을 통해 DAA의 자율규제 원칙(DAA Principles)에 대한
책임 및 시행을 담당하는 형태2

1 구체적으로는 CBBB 산하의 ASRC(Advertising Self-Regulatory Council)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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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인 DAA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 규제

(1) DAA 자율규제 원칙(DAA Self-Regulatory Principles)

관련 주무부처인 FTC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3
▶ DAA의 자율규제 원칙(Self-Regulatory Principles)은 ①온라인행태광고에 적용되는 OBA
(2) DAA의 역할

원칙(Digital Advertising Alliance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OBA Principles)과 ②여러 사이트를 포괄하여 적용되는 MSD 원칙(Digital

▶ CBBB와 DMA가 함께 자율규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을 담당하는 책임
파트너(accountability partners)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해결도 담당
•

DAA의

자율규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광고에

대한

Advertising Alliance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Multi-Site Data Principles, MSD
Principles)으로 구성

소비자·기업·기타

• OBA 원칙(OBA Principles)은 인터넷을 통한 행태광고에 소비자 친화적인 표준을 적용하기

이해관계당사자의 민원은 CBBB 또는 DMA 중 한 곳으로 접수 가능하며, 이에 대해

위해 개발한 것으로, 2009년 2월 연방통상위원회(FTC)에서 제시한 "온라인 행태광고에

CBBB 또는 DMA가 조사를 진행

대한 자체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6 (아래 표 참조)

• 필요한 경우, 책임 파트너는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을 FTC 등 적절한 기관에
표 1_ 온라인 행태광고에 적용되는 DAA 자율규제 원칙 (OBA Principles)

회부할 수 있음4
- 실제로 이 같은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CBBB의 ASRC(Advertising
Self-Regulatory Council)에서 검토한 기업 중 98%가 자발적으로 규제 준수에
나섬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

원칙
교육의 원칙

주요 내용 및 특징
Ÿ

(The Education Principle)
투명성의 원칙

참여하도록 요구
Ÿ

(The Transparency Principle)

▶ 미국 광고업계에서는 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고를 둘러싼 많은 분쟁들이
자율규제 분쟁 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됨5
• CBBB가 관장하는 NAD(The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CARU(The 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 ERSP(The Electronic Retailing Association)와 같은 광고 점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제시된 권고 사항은 구속력이 없음
• 그러나 FTC를 위시한 규제 당국은 마케팅 담당자가 자율규제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더라도
자율규제 기관이 회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설 수 있음

소비자 통제권의 원칙

Ÿ

온라인행태광고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방침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적용되기에 앞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

Ÿ

온라인행태광고를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취급을 하도록 하며, 특히 아동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민감 데이터 관련 원칙
(The Sensitive Data Principle)

온라인행태광고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 보유를 제한할 것을 요구

Principle)

• 한편, FTC의 업무 규칙(Rules of Practice)에 따르면, FTC 또는 FTC에 소속된 직원이
적절한 상황에서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업계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제공
Ÿ

(The Data Security Principle)
(The Material Changes

온라인행태광고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거나 비 제휴 업체로 전송할

Principle)

변경적용의 원칙

온라인 행태광고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 관행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하고 고지하기 위한 다양한 매커니즘의 배치를 요구

Ÿ

(The Consumer Control
데이터 보안의 원칙

기업이 온라인행태광고에 관해 소비자와 기업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에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 아동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
Ÿ

온라인행태광고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의 금융계좌번호, 사회보장번호,
의약품 처방 기록, 의료기록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확보하도록 요구

2. 자율규제 원칙 및 정책

책임성의 원칙
(The Accountability Principle)

Ÿ

온라인행태광고 생태계의 다양한 행위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할 것을 요구

출처: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DAA (2009.7)
2 https://digitaladvertisingalliance.org/enforcement
3 DAA 출범 당시 FTC는 업계 자율규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암시해왔음
(출처: https://www.rewardexpert.com/blog/take-control-of-your-privacy-and-data-with-the-daas-adchoices-program/
4 https://iapp.org/news/a/a-milestone-for-privacy-self-regulation/
5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fd41625-bced-4bcb-9d3c-96dabf86b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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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 원칙(MSD Principles)은 온라인행태광고(OBA)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을 보강하기

6 https://digitaladvertisingalliance.org/sites/aboutads/files/DAA_files/seven-principles-07-0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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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온라인행태광고를 목적으로 수집된 것 이상의 웹 사이트 데이터 수집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기존의 OBA 원칙과 정의가 MSD 원칙에서도 그대로 유효7

• 온라인 관심 기반 광고의 책임성 프로그램(The Online Interest-Based Advertising
Accountability Program)은 약칭 ‘책임성 프로그램(Accountability Program)’으로 불리며,
웹 및 모바일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표 2_ 온라인 행태광고 목적 외의 데이터 수집에 적용되는 DAA 자율규제 원칙 (MSD Principles)

원칙

주요 내용 및 특징

다중 사이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제한
(LIMITATIONS ON THE
COLLECTION OF

온라인 행태광고 이외의 목적으로 다중 사이트 데이터(Multi-Site Data)를
수집하거나 그러한 데이터를 비 제휴 업체에 전송하는 제3자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는 소비자에게 투명성과 통제권을 제공하도록 요구

MULTI-SITE DATA)
고용, 신용, 건강관리, 보험 관련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광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
• DAA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조사(investigate) 및 점검(review)하고 해당 기업들이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력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제한
OF MULTI-SITE DATA FOR

수 있도록 DAA의 요청에 따라 개발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업이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소비자

- 예컨대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의 웹 서핑 및 앱 사용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자격 인정을 위한 다중 사이트
(RESTRICTIONS ON THE USE

•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부문에서 DAA 자율규제 원칙을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시행할

사용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기업 관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해
제 3 자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고용, 신용, 건강, 보험 등의 목적으로 다중
사이트 데이터를 수집, 이용, 전송하지 못하도록 제한

검토 및 조사하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음

ELIGIBILITY FOR EMPLOYMENT,
그림 1_ DDA 책임성 프로그램의 이슈 유형별 조치10 건수 변동 추이 (2011-2019)

CREDIT, HEALTH CARE, OR
INSURANCE)
민감 데이터
(SENSITIVE DATA)
책임성
(ACCOUNTABILITY)

아동 관련 데이터와 건강 및 재무 데이터 등 민감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을 요구
다중 사이트 데이터의 수집 또는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제약 사항은 DAA의 책임성
프로그램(Accountability Program) 범위 내에서 적용

출처: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Multi-Site Data, DAA (2011.11)

(2) 자율규제 정책 및 프로그램

▶ CBBB에 의해 시행되는 DAA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Self-Regulatory Guidelines)은 표적

출처: CBBB, PRNewswire에서 재인용(2019.4)

광고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이러한 관행을
투명하게 알리고 △소비자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요구8
• 이러한 요구 사항은 광고주, 출판사, 미디어 대행사, 기술 제공 업체 등 광고 생태계에

▶ 애드초이스 프로그램(AdChoices Program)
• 온라인 관심 기반 광고(Interest-Based Advertising, IBA)를 위한 DAA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으로, 광고 회사들이 IBA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요구11
▶ 책임성 프로그램(Accountability Program)9

• 광고주가 개인정보보호 수단에 서명하고 DAA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인터넷 광고에 파란색 삼각형 모양인 AdChoices 아이콘을 표출시켜 이를 표시

7 https://digitaladvertisingalliance.org/sites/aboutads/files/DAA_files/Multi-Site-Data-Principles.pdf
8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fd41625-bced-4bcb-9d3c-96dabf86b673
9 https://bbbaccountabilityprogram.freshdesk.com/support/solutions/articles/35000046263-what-is-the-online-interest-based-advertising-accountability-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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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정 및 처리 내용 포함
11 https://bbbaccountabilityprogram.freshdesk.com/support/solutions/articles/35000060251-what-is-ad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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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AdChoices 아이콘을 클릭하면 광고를 게재한 회사, 광고가 게재된 이유, 선택
해제(옵트아웃) 및 개인정보보호 권리에 관한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데이터의 수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3. 자율규제 활동 동향 및 성과

▶ CBBB는 2019년 4월 DAA의 책임성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actions)가 100번째를
돌파했다고 발표
• 시행 8년째를 맞는 책임성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적용 사례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에 대한
통지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
• 이와 함께, 정밀 위치 정보에 대한 조치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포함한 민감 데이터 관련 조치도 진행되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해소 요구에 부응
• 한편, 애드초이스 프로그램의 경우 매달 1조 건 이상의 온라인 광고에서 애드초이스의
파란색 삼각형 로고가 표출되는 성과를 기록

Reference
1. Cision PR Newswire, First 100 Actions: Most Companies Fixed Data Privacy Issues When Challenged, Says BBB,
2019.4.2.
2. DAA,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Multi-Site Data
3. DAA,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4. IAPP, A milestone for privacy self-regulation, 2019.4.12
5. Lexology, Advertising & Marketing in the USA, 2019.4.11.
6. RewardExpert,TAKE CONTROL OF YOUR PRIVACY AND DATA WITH THE DAA'S ADCHOICES PROGRAM, 2019.4.15
7. Accountability Program Decisions and Guidance 웹페이지(http://www.asrcreviews.org/accountability-program-decisions/)
8. DAA 홈페이지(https://digitaladvertisingalliance.org)

- 7 -

발 행 일 2019년 4월
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Tel 1544-5118
▶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8 -수 있습니다.
▶ 해외 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