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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 EU GDPR 시행을 전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및 조직들이 DPO(Data Protection
Officer)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
• EU GDPR 제37조는 개인을 모니터링하거나 특정 범주의 데이터의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및 관행에 대한 전문 지식1을 갖춘 DPO를 지정해
등록하도록 요구
•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의 추정에 따르면, EU GDPR 시행의 결과로 유럽과
미국에서 2만 8,000명 이상의 DPO 인력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7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2
- IAPP는 해당 전망자료를 통해 EU의 주요 교역대상국을 대상으로 DPO 예상 수요를
추산했으며,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1,330명의 DPO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IAPP는 2019년 실시된 조사를 통해, 유럽 지역에서 DPO를 지정해 등록한 공공 및 민간

1 “expert knowledge of data protection law and practices“
2 https://www.usnews.com/news/technology/articles/2018-02-14/rise-of-the-data-protection-officer-the-hottest-tech-ticket-i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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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이미 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3

준수를 보장하도록 규정9

- 단, 조직은 외부 DPO를 활용할 수 있고 한 명의 DPO가 여러 조직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제 DPO의 수는 DPO를 등록한 조직의 수보다 적을 수 있음
• 한편, 미국의 경우 DPO라는 명칭은 사용 빈도가 낮고 대신 CPO(chief privacy officer)라는

• 태국은 2019년 2월 28일 의회를 통과한 PDPA(Thail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를
통해 EU GDPR과 유사한 내용의 DPO 관련 내용을 도입했으며,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가 독립적인 DPO를 지정하여 데이터 보호 규제 준수를 담당하도록 규정10

직함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DPO 또는 CPO의 급여 수준이 EU보다 높은 것이
특징
3. 주요 사례

2. DPO 관련 주요 법률 현황

(1) 기업/조직별 대응 사례

▶ EU GDPR은 제37조(DPO의 지정), 제38조(DPO의 지위), 제39조(DPO의 업무)를 통해 DPO

▶ Facebook은 DPO 공개 채용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자 내부 인사를 DPO로 임명

관련 내용을 제시

• EU GDPR을 비롯해 유럽·국가별 데이터보호법제와 Facebook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관련해서는 DPO가 아니라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GDPR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

규정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규정 준수와 관련 사항을 Facebook 내
최고경영진에 보고하는 DPO를 채용
- 2017년 6월 유럽 지역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근무할 DPO 채용공고를

• 이와 함께, GDPR은 기업이 DPO에게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고, 전문

냈으나11 이듬해인 2018년 5월 Global Deputy Chief Privacy Officer 직책을 맡고 있는
Stephen Deadman가 Facebook 최초의 DPO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12

지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DPO를 지원하도록 명시
• EU 회원국들이 GDPR에 따라 DPO의 지정을 의무화 하는 것과 관련, 개별 국가의 법률을
통해 여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4

• 한편, 2018년 5월에는 개발자가 DPO의 이름,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앱 대시 보드의 설정 페이지에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이
언제라도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13

▶ DPO와 관련한 주요 국가별 법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영국에서는 EU GDPR에 의거한 DPO의 규정을 반영하고5 2018년 데이터보호법(Data

정책 수립 및 규제 대응을 위해 활용

업무)에 대해 규정6

• Google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자문으로 오랫동안 일해 온 Keith Enright가 2018년

• 독일의 연방 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7은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으로서 직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D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8

5월 CPO(chief privacy officer)로 채용되어14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
당국 및 의회 대응 업무를 담당15

• 싱가포르에서는 PDPA(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에 따라 조직이 DPO를 1명

• Keith Enright는 2018년 9월 미 상원에서 Google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과 관련한 증언을

이상 지정하여 조직 내에서 데이터 보호 책임을 위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PDPA의

하거나16 미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의견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17 등의

https://www.itgovernance.co.uk/data-protection-officer-dpo-under-the-gdpr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guide-to-data-protection/guide-to-the-general-data-protection-regulation-gdpr/accountability-and-governance/data-protection-officers/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8/12/part/3/chapter/4/crossheading/data-protection-officers/enacted
Federal Data Protection Act 또는 German Data Protection Amendment Act(GDPAA)
https://www.itgovernance.co.uk/data-protection-officer-dpo-under-the-gdpr

9 https://www.pdpc.gov.sg/Organisations/Data-Protection-Officers
10 https://www.pwc.com/th/en/pwc-tax-insights/2019/legal/eng/2019-pwc-legal-insight01.pdf
11 https://iapp.org/news/a/facebook-puts-dpo-stake-in-dublin-ground/
12 https://iapp.org/news/a/facebook-names-deadman-first-dpo/
13 https://www.adweek.com/digital/facebook-introduced-2-user-privacy-protection-tools-for-developers-of-apps-websites/
14 https://www.law.com/corpcounsel/2018/05/24/google-privacy-veteran-takes-on-data-protection-officer-job-as-gdpr-approaches/?slreturn=20190426193940
1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9-24/google-names-new-privacy-chief-offers-framework-for-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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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s://iapp.org/news/a/study-an-estimated-500k-organizations-have-registered-dpos-across-europe/
4
5
6
7
8

▶ Google은 그동안 긴밀한 업무 협력을 해온 법률 자문을 CPO로 임명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Protection Act 2018)의 제69조(DPO의 지정), 제70조(DPO의 지위), 제71조(DP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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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전개

제작하여 공개21

• 이와 함께, EU GDPR 위반 혐의로 CNIL이 Google에 부과한 벌금 제재에 대한 반박 및

• CNIL은 DPO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조직 내부 및 외부 관계자들과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법정 대결 등을 담당18하는 등 일반적인 DPO의 역할보다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결정

위해 DPO 로고를 개발 및 배포22

및 대관(代官) 대응을 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

• 이 로고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CNIL에 지정 사실이 통보된 DPO에게만 사용이 허락되며,
로고 사용권의 양도는 금지

▶ 한편, 미국에서는 2018년 하반기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 DPO 지정이 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유타,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등 8개 이상의 주 정부가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를 임명19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로고를 사용한 경우 CNIL은 이를

• 지난 수년간 많은 대기업들이 CPO를 고용한 반면 주 정부에서는 거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제재하는 것이 가능

않았으나 최근 CPO에 대한 주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CPO 고용 추세가 확산
• 주 정부가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그림 1_ 프랑스 CNIL이 제정 및 배포하는 DPO 공식 로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
• 한편, 미국 주정부의 CPO는 사이버 보안을 감독하는 정보보안 책임자와 긴밀히 협력

(2) 기업의 대응을 위한 지원 사례

출처: CNIL 공식 웹사이트 (2019.5)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ICO는 EU GDPR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 및 여타 조직들이

▶ 유럽 디지털중소기업연합(European Digital SME Alliance)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DPO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20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GDPR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가 될

• 이를 통해 △DPO의 필요성 여부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DPO가 갖추어야 할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23
• 교육 참가자들은 기업의 DPO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자격 △여러 조직이 DPO를 공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

일반적인 지식과 전문 지식을 습득24

• 자료에 따르면, DPO는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데이터 보호 전문가여야하며 △조직
알려주고

• 이를 위해 △DPO로서 회사의 법률 준수 현황을 확인 및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보호영향평가(DPA)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며 △정보주체 및 감독 당국과의 접촉점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정보주체의 데이터 접근 요청을 처리하고

내부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보호

의무를

당국 감독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

역할을 하도록 규정

• 교육 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어떻게

• 한편, 이 자료에는 DPO 지명과 관련한 체크리스트와 조직 내에서 DPO가 수행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지 판단할 수

작업에 대한 점검 목록도 포함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CNIL은 데이터 컨트롤러가 지정한 DPO의 역량을

• 이와 함께, EU 지역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 모범 사례, 주요 행위주체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미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DPO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쉽게 탐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자원·지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

16 https://www.cnbc.com/2018/09/26/google-keith-enright-dodges-china-questions-senate-privacy-hearing.html
17 https://www.ft.com/content/6e1feee8-bdb6-11e8-94b2-17176fbf93f5
18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technology/gdpr-fines-likely-to-end-up-before-europe-s-highest-court-1.3801629
19 https://www.huffpost.com/entry/more-states-appoint-chief-privacy-officers-to-protect_b_5b7c18d7e4b03509ab714158
20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a8fee92-ad8d-4e10-b8e8-0457b831a101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guide-to-data-protection/guide-to-the-general-data-protection-regulation-gdpr/accountabilit
y-and-governance/data-protection-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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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il.fr/fr/logo-delegue-la-protection-des-donnees-et-ses-conditions-dutilisation
https://iapp.org/news/a/cnil-releases-dpo-logo-for-at-a-glance-recognition/
https://www.digitalsme.eu/projects/gdpr/gdpr-for-smes-training-course_larn-to-become-a-dpo/
https://www.digitalsme.eu/projects/gdpr/

- 6 -

2019년 5월 2주

2019년 5월 2주

표 1_ 유럽의 DPO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단체 및 협회

국가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Reference

단체
ARGE DATEN
Spolek pro ochranu osobních údajů
AFCP (Association Française des Correspondants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GDD (Gesellschaft für Datenschutz und Datensicherheit)
HADPP (Hellenic Association of Data Protection & Privacy)

이탈리아

ASSO DPO (Associazione data Protection Officer)

아일랜드

ADPO (The Association of Data Protection Officers Ireland)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2019, 2019.5.15
2. Data Protection Network, Data Protection Officer Survey, 2019.3.6.
3. Data Protection News, An estimated 500K organizations have registered DPOs across Europe, 2019.5.17.
4. EDPS, Data Protection Officer (DPO), 2019.5월 접속
5. ICO, Data protection officers, 2019.5월 접속

APDL (Association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au Luxembourg)
NGFG (Nederlands Genootschap van Functionarissen voor de Gegevensbescherming)
SABI (Stowarzyszenie Administratorów Bezpieczeństwa Informacji)
AEPD (Associação de Encarregados de Proteção de Dados)

스페인

APEP (Asociación Profesional Española de Privacidad)

스웨덴

Forum för Dataskydd

영국

1. Data Insider, What is a Data Protection Officer (DPO)? Learn About the New Role Required for GDPR Compliance in

NADPO (The National Association of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Officers)

출처: DPO Network Europe (2019.5)

4. 시사점

▶ DPO의 구체적인 자격조건이나 지명 절차 등이 확립되지는 않은 가운데,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DPO 지명 과정에서 난항도 있었으나 EU GDPR 시행 후 적지 않은 조직에서
DPO를 확보
• 단 Data Protection Network가 2019년 3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 내부에서
DPO로 지명된 경우가 9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25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DPO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
• Facebook과 Google 등 글로벌 기업부터 국내의 네이버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부의 보안
관련 업무 종사자나 법률 자문가 등을 채용한 상황
• 이런 가운데, DPO 역할을 수행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독립적인 업무 권한을
보장할 방안 등이 EU GDPR 시행 1년을 맞이하는 시점의 DPO 관련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

25 https://www.dpnetwork.org.uk/wp-content/uploads/2019/03/DPO-Survey-Publication-A4-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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