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월간 보고서

2019년 5월

2019년 5월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활동 및 논의 내용(2018년)

< 목 차 >
1. 개요 및 배경
2. 주요 사례
(1) 국제연합(UN)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4)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5)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6) 국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GPEN)

1. 개요 및 배경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의 및 활동은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기구와 국제협의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
•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제협의체의 관심도 심화
• 2018년에도 전반적인 기술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는

경우부터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성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진행
•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체(ICDPPC),
국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GPEN)을 중심으로 2018년의 주요 활동 및 논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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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례
(1) 국제연합(UN)
▶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 산하의 주요 혁신 이니셔티브1로 주목받고 있는 United
Nations Global Pulse2는 2018년 10월 데이터 윤리에 대한 보고서 <Building Ethics Into
Privacy Frameworks For Big Data and AI>를 발표3
• IAPP(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와 협업을 통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조직이 데이터 윤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데이터
윤리 및 국제 개인정보보호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제공4
• 또한 과학 연구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회를 획득 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과 주요
도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 이와 함께, 실무자(practitioners)가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공유 및 개발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제시
• 또 다른 권고 사항으로는 △기존 데이터세트를 저장하고 이에 대한 액세스를 규율하기
위해 ADRF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Facilities)를 구성(set up)하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요청을 윤리적 원칙에 따라 검토하기 위해 IRBs(Internal review boards)
또는 외부 자문위원회나 그룹을 두는 방안을 제시
• 한편, United Nations Global Pulse는 이 보고서가 개인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이익을 위해 빅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을 기대
▶ UN World Data Forum5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100여 개국의 데이터 전문가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6
• 통계 전문가, 민간단체, NGO, 학계, 국제 및 지역기구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모인 이
행사에서는 △데이터 격차(data gaps)와 도전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1 Global Pulse is a flagship innovation initiativ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on big data
https://www.unglobalpulse.org/about-new
2 UN Global Pulsess는 빅데이터가 공공재로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3 https://www.unglobalpulse.org/news/building-ethics-privacy-frameworks-big-data-and-ai-report-un-global-pulse-and-iapp
4 https://iapp.org/news/a/building-ethics-into-privacy-frameworks-for-big-data-and-ai-a-report-from-un-global-pulse-and-the-iapp/
5 UN World Data Forum은 UN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관련한
유엔 사무총장 자문단의 권고에 의거하여 2016년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의 동의에 의해 설립
6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statistics/un-world-data-forum-to-kick-of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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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환경에 대해 논의
• UN의 Amina Mohammed 사무처장은 2030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UN '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며, 모든 유형의 데이터 및 혁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과 역량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7
• 이 포럼의 일부 세션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거버넌스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때의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 위험에 대해 검토8
▶ UN의 개인정보보호 권리 담당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인
Joseph A. Cannatac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UN 회원국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onvention 108)을 비준하고 원칙을 이행하도록 권고9
•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이 국제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을 국내법을 통해 부당한 지체 없이
실행하고 △감시 및 기타 국가 안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요구되는 조항들을 즉시 이행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10
• 이 같은 권고 사항은 빅데이터 및 오픈 데이터 작업과 관련한 특별 보고관의 업무
맥락에서 기존의 데이터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018년 4월 발표한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in a global digital marketplace>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소비자 보호 집행 당국의 활동에 대해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
• 이 보고서는 31개국에서 수행된 설문 조사 응답과 추가적인 보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다국적 협력에 대한 사항을 검토
• 조사 대상 국가 중 87%가 경쟁,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금융 서비스, 건강, 환경
보호 및 운송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법 집행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11
• 이와 함께, 협력 상대국가가 소비자 정보에 대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한 협력을 위한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12도 포착하여, 개인정보보호와

7 https://news.un.org/en/story/2018/10/1023782
8 Some sessions will look at the benefits and risks of using new data sources for the public good, including issues of
data privacy and governance.
9 https://www.coe.int/en/web/data-protection/-/un-special-rapporteur-on-the-right-to-privacy-calls-on-countries-to-accede-to-convention-10810 recommendation 117.e. of report A/73/45712
11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STI/CP(2017)10/FINAL&doc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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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의 제약이 국제 협력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13을 지적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의

상호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의 가입국이 2018년에도 증가하며 저변을 확대
• CBPR은 APEC의 특별그룹인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이 2005년
채택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The APEC Privacy Framework, APF)14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인증
• 2017말까지 CBPR 가입국은 미국(2012년 7월), 멕시코(2013년 1월), 일본(2014.4월),
캐나다(2015년

3월),

한국(2017년

6월)

등

총

5개국이었으나,

2018년에는

싱가포르(3월), 호주(11월), 대만(11월) 등이 추가로 가입
- 싱가포르는 2017년 7월 CBPR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CBPR의 6번째 가입국으로 등록
- 호주는 CBPR 시스템 요구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및 산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15
- 대만은 CBPR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16
(4)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2018년 6월 25일~26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 49회 APPA Forum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논의, 각국의 경험 교류, 교육 및 집행 활동에 대한 협력 기회 모색 등의
활동을 진행17

12 Authorities may share only limited information unless their foreign counterparts provide a strong rationale and privacy
protections for the consumer information.
13 Other factors highlighted as barriers to cross-border co-operation include privacy and data protection limitations,
confidentiality rules, and language.
14 이 프레임워크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APEC 지역의 다양한 법적 특징을 고려하여 OECD 가이드라인 (2013 OECD Privacy
Guidelines, 2013)에 도입된 개념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15 https://iapp.org/news/a/australia-and-chinese-taipei-join-apec-cbpr-system/
16 https://iapp.org/news/a/australia-and-chinese-taipei-join-apec-cbp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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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에서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및 개발 현황을 공유했으며,
여기에는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
• 회원들은 거버넌스 위원회(Governance Committee)가 APPA 회원국 규제 감독기구 간의
조사 협력 메커니즘을 평가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
• 세 개의 패널과 두 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된 포럼 둘째 날에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 방식, 커넥티드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커넥티드 장난감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진행
• 이 밖에도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 행정 사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국제
사회의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도록 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공유
▶ 2018년 12월 3일~4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 50회 APPA Forum을 통해 각국의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18
• 회원국 참가자들은 개인정보보호 위반 통지(breach notifications)에 대한 중요 관할권
개발(jurisdiction developments)과 관련한 통찰력을 공유
• 커뮤니케이션 실무그룹(The Communications Working Group)은 Privacy Awareness
Week에 대한 보고서를 의안으로 상정하고 회원국의 교육 자원 및 소셜 미디어 지침을
검토했으며, 기술 실무 그룹(The Technology Working Group)은 기술 관련 출판물에
대한 정보 저장소(information repository) 관련 최신 업데이트를 제공
• 두 개의 패널과 다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된 포럼 둘째 날에는 특히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과제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
(5)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체(ICDPPC)

▶ 2018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제 40차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The 4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DPPC)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전통적인

영역을

초과하는 주제들을 포괄하며 특히 디지털 윤리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
• 이와 관련,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인 EDPS, 프랑스의 CNIL, 이탈리아의

17 http://www.appaforum.org/forums/communiques/49thforum.html
18 http://www.appaforum.org/forums/communiques/50thforu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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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nte가 인공지능의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새로운 선언문을 공개
• 선언문에서는 여섯 가지 원칙과 더불어 ICDPPC가 원칙 수행을 위한 지침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의 과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
- 이 실무그룹은 "정부와 공공 당국, 표준화기구,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자, 연구자, 기업,
시민, 최종 사용자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결의안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독려할
계획
• 한편, 제 40차 ICDPPC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창안·개발·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인간의 존엄성, 차별 금지와 기본적 가치 등에 대해 존중하고 개인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해 및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강조
- 미 기술업체 Intel은 제 40차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The 4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DPPC)에서 "인공지능 세계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Protecting Individuals’
Privacy and Data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orld)"라는 보고서를 발표
(6) 국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GPEN)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일제조사(GPEN Sweep 2018)에서는 전 세계 18개국 356개 조직에서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에 대해 확인19
• 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ICO가 발표한 GPEN Sweep 2018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수
사례도 없지 않았지만, 정보주체가 제기한 불만사항 및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없는 조직이 많았으며 데이터 보안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설문에 응답한 조직 중 4분의 1은 내부 데이터 보호 표준 및 관행에 대한 자체
평가(self-assessments) 또는 감사를 실시할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데이터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내부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이와 관련, ICO는 조사 대상 조직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accountability)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

19 https://ico.org.uk/about-the-ico/news-and-events/news-and-blogs/2019/03/organisations-should-be-doing-more-to-achieve-privacy-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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