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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민간 협의회나 단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시민의 권리
옹호와 공정한 데이터 이용 촉구 등을 위한 각종 활동 참여
•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 협·단체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슈를 발굴하여 AI, 얼굴인식 등 기술혁신과 데이터 보호 사이의 균형 및 정보 주체의
권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왔음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과 위챗 퇴출 명령,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 등 미국 내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 본 고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 협·단체의 일반 현황과 최근의 주요 이슈 및 활동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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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례

(1)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 (개요 및 현황)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공공정책 분야의 비영리 싱크 탱크로서, 기술혁신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고 정책 입안자가 참조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의견 제시
• 2006년 3월 설립된 ITIF는 독립적·비영리적·비당파적 연구 및 교육을 지향하며, 설립자
겸 회장인 Robert D. Atkinson을 위시하여 경제, 세금 정책, 무역, 통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생명 과학 분야의 정책분석가 참여
• 자체적인 연구, 분석, 정책 해설은 물론 저명한 저자, 정책 입안자, 영향력 있는 사상가와
각 분야 지도자들을 초청해 기술혁신 분야의 이슈에 대한 패널 토론, 라운드 테이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등 개최
• 혁신과 경쟁력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 데이터, 통신, 무역 및 세계화, 생명 공학,
농업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공공정책 이슈 집중
• 2020년 현재 Philip English 의장 등 2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5명의 명예 공동의장을
두고 있으며1,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의 국가기관부터 Google과 IBM 같은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의 자금 지원을 받음

▶ 최근의 주요 이슈 대응 활동 및 제언 제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보고서(A Grand Bargain on Data
Privacy Legislation for America)2 발표 (’19.1)
-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률 제정의 초점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언론의 자유·생산성·미국경제의 경쟁력·혁신과 같은 다양한
목표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 연방통상
위원회(FTC)에 더 많은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언
• 얼굴인식 기술의 상업적 이용3,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사이의
협업4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회 증언과 정책 의견 제시 활동을 꾸준히 수행5

1
2
3
4
5

https://itif.org/people/board
http://www2.itif.org/2019-grand-bargain-privacy.pdf?_ga=2.2727481.801239591.1547631380-1883355764.1547631380
https://itif.org/publications/2020/01/15/testimony-house-oversight-committee-commercial-use-facial-recognition
https://itif.org/publications/2020/04/29/response-european-commission-consultation-transfers-personal-data-third
https://itif.org/publications/testimonies-fi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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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PL(Centre for Information Policy Leadership)

▶ (개요 및 현황)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브뤼셀, 런던에서도 활동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분야의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개인정보보호 및 책임 있는 데이터 이용을 위한 글로벌
솔루션 및 모범사례 개발6
• 2001년 Hunton Andrews Kurth社 (Hunton & Williams에서 개칭)가 설립한 CIPL은
비즈니스와 규제 준수, 정부, 규제 정책, 소비자 보호 및 기술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자문단 구성
•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법률 전문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담당자, 공무원, 학계 및
소비자 단체 종사자 등이 포함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이슈를 탐색하고, 각종 백서,
간행물, 워크샵, 라운드테이블, 각종 토론을 통해 정보 제공
• 지속 가능한 데이터 중심의 경제와 디지털 사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제안
• 14명으로 구성된 임원진(CIPL Principals)과 팀원들이 기업의 프로세스를 고려한 혁신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85개 이상의 회원사를 
①Advisory
②Premier ③Regional 
④SME's로 구분하여 운영
• CIPL은 회원사들이 지원하는 자금을 통해 운영되고, 설립 주체인 Hunton Andrews
Kurth로부터 보조금 수령

▶ 최근의 주요 이슈 대응 활동 및 제언 제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과 데이터 보호 관련 프로젝트(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Protection:
Delivering Sustainable AI Accountability in Practice)의 두 번째 보고서(Hard Issues and
Practical Solutions)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과 데이터 보호 원칙 사이의 긴장과 갈등
△미래의 인공지능 솔루션 △“책임감 있고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의 구현을 위해 개발
중인 도구들과 모범사례 대해 검토 (’20.3)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에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교훈
백서(Data Protection in the New Decade: Lessons from COVID-19 for a US Privacy
Framework)를 공개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일상생활과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인 연방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촉구 (’20.8)

6 https://www.informationpolicycen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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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7

▶ (개요 및 현황)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유럽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정책, 데이터, 인터넷과 관련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수행
• 1994년 설립된 CDT의 주요 활동 분야는 △사이버 보안과 표준 △오픈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정부의 감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포함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보안, 기술, 지적 재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민간 기업, 정부, 비영리 조직 출신의 전문가 참여
•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CDT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학계 전문가들이 정보
제공과 정책 개발 작업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펠로우(fellow) 제도, 소송 지원을 위한
협력 변호사 네트워크(Collaborating Attorney Network) 운영
• CDT는 인터넷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간의 대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공공 및 업계의 모범사례 발굴

▶ (제언) 최근의 주요 이슈 대응 활동 및 제언 제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5월 28일 서명한 '온라인 검열 방지에 관한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Online Censorship)'에 대해 수정 헌법 제1조에 의거한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 제기 (’20.6)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기술 기업들의 대응과 관련, 방역 과정에서 시민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시리즈를 개최하고,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시민권리 및 디지털 권리 관련 15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미 연방 정부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형평성 보장 촉구 (’20.5)
• 미 상원의 통상과학기술 상임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포괄적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발언을 통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강조 (’19.12)

(4) FPF(Future of Privacy Forum)

▶ (개요 및 현황)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및 개인정보보호 옹호 단체로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중점 대응

7 https://cd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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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F는 산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및 기타 분야의 리더들이 함께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윤리 규범·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개발8
• 정책 입안자와 규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회합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문화 격차 해소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협업 지원
• 설립자이자 이사회의 공동 의장인 Christopher Wolf는 법무법인 Hogan Lovells의
개인정보보호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AOL과 Doubleclick의 최고프라이버시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 CPO)를 역임한 Jules Polonetsky가 CEO로서9 조직 운영
• 150여 개 주요 기업의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 여러 재단, 학계 및 소비자 권리 옹호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음
• FPF의 운영 자금은 기업(58%)과 각종 재단(38%)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10,
Amazon, Apple, AT&T, Comcast, Facebook, Google 등 주요 기술 회사, 소매 업체,
금융 기관, 스타트업, 미디어 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확보

▶ 최근의 주요 이슈 대응 활동 및 제언 제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유럽 12개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DPA)들의 주요 관심 사안을 분석한 DPA 전략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백서(New Decade, New Priorities: A summary of twelve European Data
Protection Authorities’ strategic and operational plans for 2020 and beyond)를 통해
DPA들이 공개한 전략 계획과 로드맵, 주요 사안에 대한 개요를 검토하고 최근 발표된
DPA들의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향후 10년 동안 DPA들의 최우선 과제와
중점 추진 영역 점검 (’20.5)
• 최근 인공지능, 광고기술(Adtech), 윤리 및 데이터 중심 연구(Ethics and Data Driven
Research),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커넥티드 카,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대응

(5)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개요 및 현황)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국제 비영리 단체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의 자유 및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기술 활용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11

8 https://fpf.org
9 https://fpf.org/jules-polonetsky/
10 2020년 현재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수치를 기준으로 함
11 https://www.e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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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7월 John Gilmore, John Perry Barlow, Mitch Kapor에 의해 설립된 후 기술과
법률 부문의 전문 지식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불법 감시에 대한
대응, 사용자와 혁신가를 위한 옹호 활동 등을 꾸준히 수행
• 특히 전 세계에 걸친 광범위한 회원 및 파트너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정책
조언과 언론 대응,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
• Pamela Samuelson 의장과 Anil Dash CEO 등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2020년
7월 홈페이지 공개정보를 기준으로 13명의 특별 자문역과 고문(EFF Special Counsel &
Special Advisors) 및 자문위원회가 활동 중

▶ 최근의 주요 이슈 대응 활동 및 제언 제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서한(2020-08 Coalition Letter to

Governor/Legislature on Contact Tracing and Privacy) 발송 (’20.8)
- 접촉 추적 앱에 침습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이슈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접촉 추적 앱 운영자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민간이 보유한 기존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등을 공공기관과 체결할 것을 제안

(6) WPF(World Privacy Forum)
▶ (개요 및 현황)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서, 개인정보 관련 연구와
분석, 소비자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
• 2003년 설립된 WPF는 의료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대규모 데이터세트, 기계 학습, 생체
인식,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 이슈, 금융 부문을 중점적으로 연구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연구보고서 발간,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한 의회
증언,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 등 수행
• WEF의 설립자인 Pam Dixon이 총괄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
컨설턴트, 미디어 홍모담당, 웹 관리자 등이 조직을 운영
• 일반 개인 기부자 및 기업의 후원 외에도 로즈 재단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기금(Rose
Foundation Consumer Privacy Rights Fund) 등으로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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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주요 이슈 대응 활동 및 제언 제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12
• 5,00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의 명단 정보를 검토한 보고서(Without Consent: An
analysis of student directory information practices in U.S. schools, and impacts on
privacy)를 통해, 학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요건을 우회하여 학생들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생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문제 제기 (’20.4)

3. 시사점

▶ 미국의 민간 협·단체들은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및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강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
• 협·단체별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활동 방식과 영향력 측면에서 편차는 있으나, 정책, 기술,
법률, 사회 등 개인정보보호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안
- 이와 관련,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조사 자료, 의회 증언, 각종 성명서 등의 산출물이
제시되어 정책 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AI, 얼굴인식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과정 및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 논의 등 민간 협·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민관 협력 또는 정책 감시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자에게는 민간 의견 수렴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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