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유출사건
해외 주요국의 대응 동향 분석
– EU, 영국, 독일, 기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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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ThisIsYourDigitalLife)‘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SR, Global Science Research, GSR)는 이 앱을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27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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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친구목록을 통해 약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195(Cambridge Analytica)와 크리스토퍼
와일리(Christopher Wylie)에게 제공됨
• 이를 인지한 페이스북은 GSR, Wylie,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게 이용약관 위반을 사유로
수집된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하고 이들로부터 삭제했다는 통지서를 받음(’15. 4월)
•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퀴즈 앱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SR, Global Science Research, GSR)의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받아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
• 내부고발자 크리스토퍼 와일리(Christopher Wylie)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페이스북 이용자 프로필 분석 데이터 전달 사실을 뉴욕타임즈와 가디언에 폭로196
(`18.3.17)
• 이에 대해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 포스팅 등을 통해 "우리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못 하다면 서비스를 유지할 자격이 없으며, 우리는
실수를 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
• 그러나 사태의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기관과 의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대응
• 이에 본 동향보고서(2018년 5월 4주차)에서는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하여 영국,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의 대응 동향에 대해 검토
-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과 및 미국 FTC, 상원, 하원
등에서의 대응 동향은 지난 회차의 동향보고서(2018년 5월 2주차) 참조

2. 유럽연합(EU)의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동향
(1) EU 의회의 청문회 계획
▶ 유럽 
의회의 안토니오 타자니(Antonio Tajani) 의장은 저커버그 CEO가 유럽의회의 청문회 참석 요청을
수락했다며 그가 가능한 빨리 브뤼셀에 도착해 의회 자도부와 시민자유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 위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197 (‘18.5.16)

195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Cambridge Analytica) : 데이터 마이닝, 선거에서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반의 정치 컨설팅 기업(2015년 설립)
196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8/mar/17/cambridge-analytica-facebook-influence-us-election
197
http://www.spiegel.de/netzwelt/netzpolitik/mark-zuckerberg-facebook-chef-wird-europa-abgeordnete-treffen-a-1208147.html
http://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t-medien/datenskandal-facebook-chef-zuckerberg-kommt-ins-eu-parlament/22573580.html
https://www.reuters.com/article/us-facebook-privacy-eu/facebooks-zuckerberg-to-meet-european-parliament-over-privacy-idUSKCN1IH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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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jani는 저커버그 CEO가 이르면 EU의회의 초청을 수락해 5월 4째주 유럽 의회 지도부와 만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페이스북 회원 데이터 부당 이용에 관한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라고 설명
• 그는 저커버그가 유럽인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앞에 직접 출두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신뢰 회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유럽에서 선거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페이스북과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3. 영국의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동향
(1) ICO의 조사
▶ 영국정보보호위원회(ICO)는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발생 직후 런던소재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진행198 (‘18.3.23)
• ICO는 판사의 영장발후 직후 후 3월 23일 오후 늦게부터 24일 새벽까지 런던 소재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해당 증거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 ICO는 EU 회원국 규제 당국의 지지 속에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위법 혐의에 대해 검토
• 한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문제가 된 정보는 Facebook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2017년
2월부터 ICO와 연락을 취해왔다고 주장
▶ ICO는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에 함의된 정치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199 (‘18.3.29)
• 표적 광고에 서드파티 데이터를 이용하는 파트너 카테고리 서비스를 폐쇄할 것이라는 페이스북의
발표에 대해, ICO는 이 문제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주제에
비춰 검토해 온 결과 페이스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
•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곧 발표할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공지
▶ 한편, ICO는 페이스북 스캔들 자체 외에도 SCL그룹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200 (’18.5.2)

19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3-23/u-k-watchdog-gets-warrant-to-search-cambridge-analytica-offices
199 https://ico.org.uk/about-the-ico/news-and-events/news-and-blogs/2018/03/statement-facebook-partner-category-service/
200
https://ico.org.uk/about-the-ico/news-and-events/news-and-blogs/2018/05/ico-statement-investigation-into-data-analytics-for-political-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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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치 캠페인과 소셜 미디어 업체 및 기타 조직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이용과 분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
• ICO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모기업인 SCL 그룹의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강조
• ICO는 선거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용 문제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인 조사를 계속하고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적절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개인 및 임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
(2) 영국 의회 청문회
▶ 영국 의회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마이크
슈뢰퍼(Mike Schroepfer)를 불러 청문회를 실시201 (`18.4.26)
• 이날 청문회에서는 슈뢰퍼 CTO에게 △페이스북이 적용하는 데이터 수집 기술 △앱 개발자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방식 △가짜 계정 문제 △정치광고 △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와 페이스북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202
- 다미안 콜린스(Damian Collins)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방식과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동안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정보를 추적하는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
• 페이스북은

부적절한 사용자 데이터 공유 스캔들을 야기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을 읽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
• 이와 함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인
정보보호위원회(ICO)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
• 그러나 슈뢰퍼 CTO는 모든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읽을 수도 없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유출 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것 역시 “실수”일 뿐이라며 페이스북의 입장을 재차 강조
• 한편, 콜린스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이 제출한 정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2018년 5월 24일 의회가 휴회하기 전 마크 저커버그 CEO에 대한 정식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203
• 동 위원회는 저커버그에게 수 차례 증언을 요청했지만 페이스북은 슈뢰퍼 CTO를 비롯해 좀 더
직급이 낮은 임원들을 출석시킨 상황이며 저커버스가 소환에 응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201 https://www.cnbc.com/2018/04/26/facebook-cto-admits-firm-didnt-read-terms-of-aleksandr-kogans-app.html
202 https://www.nytimes.com/2018/04/26/business/facebook-british-parliament.html
203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may/01/mps-threaten-facebook-chief-zuckerberg-with-summons-over-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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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동향
(1) 정보보호 및 반독점 관련 행정기관들의 페이스북 조사
▶ 독일 함부르크의 데이터보호 담당국(DPA)는 사용자 데이터를 오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해 규정준수 위반에 따른 처리 절차를 진행204 (‘18.4.20)
• 함부르크 시의 요하네스 캐스파(Johannes Caspar) 데이터 보호 담당관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혐의 사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
• 이러한 절차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시작됐으며, 이번 사태로 독일 사용자의
데이터에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페이스북은 30만 유로 (약 3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205
▶ 안드레아스 문드 (Antreas Mundt) 독일 연방 카르텔 사무소(Germany's Federal Cartel Office) 의장은
페이스북이 적절한 동의 없이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혐의를 조사 중206
• 이 문제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가 확인되기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문드 의장은
2017년 12월 이와 관련된 질의서를 페이스북에 발송했으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성이 강조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 특히 페이스북의 독일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의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
• 페이스북이 독일 연방카르텔 사무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나면, 기존의
관행에 대한 페이스북의 자발적 변경 또는 강제 명령과 관련한 양측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독일 연방 및 주별 DPA 회의(Conference of State and Federal Data Protection Authorities)에서는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발표207 (‘18.5.3)

204
https://www.reuters.com/article/us-facebook-privacy-germany-lawmakers/hamburg-data-protection-officer-opens-non-compl
iance-procedure-against-facebook-idUSKBN1HR14B
205 http://www.dw.com/en/facebook-could-face-fine-if-german-users-affected-by-cambridge-analytica-data-breach/a-43476184
206
https://www.reuters.com/article/us-facebook-privacy-germany/facebooks-hidden-data-haul-troubles-german-cartel-regulator-idUSKBN1HU1
08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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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참석한 DPA 담당 관리들는 이번 사태가 소비자 데이터 오남용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GDPR의 규정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
•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유럽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 할 페이스북의 계획이 GDPR에 저촉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우려를 표시
(2) 독일 하원 청문회
▶ 독일 하원(Bundestag)은 페이스북의 글로벌 공공 정책 담당자인 조엘 캐플란(Joel Kaplan)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208
(‘18.4.19)
• 캐플란 부사장은 의원들에게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및 개인 정보 보호 관행에 관한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설명
• 독일 의원들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페이스북이 주요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

5. 기타 국가들의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동향
(1) 캐나다
▶ 캐나다 하원 프라이버시 위원회(privacy committee)는 페이스북의 대표단을 불러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

209(‘18.4.19)

•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의 임원진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60만 명 이상의 캐나다 사용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
• 페이스북은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고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
• 페이스북이 EU의 GDPR에 대한 준수 기준을 캐나다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날

https://www.telecompaper.com/news/german-privacy-officials-issue-demands-to-social-networks-after-cambridge-analytica-data-leaks--1242677
https://iapp.org/news/a/german-officials-warn-social-media-companies-about-data-misuse/
208 https://www.reuters.com/article/us-facebook-privacy-germany-lawmakers/german-lawmakers-to-grill-facebook-manager-on-data-privacy-idUSKBN1HQ2HA
http://thehill.com/policy/technology/384035-facebook-prepares-to-face-german-lawmakers
209 http://www.cbc.ca/news/politics/facebook-execs-house-of-commons-sorry-1.462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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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아일랜드
▶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페이스북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210 (‘18.3.20)
• ODPC(Office of Data Protection Commissioner)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겨냥한 정치 광고와
스폰서 기사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
• 그 대신 사용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과 기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곧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
•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제가 가장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를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

(3) 인도
▶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 (MeitY)는 인도 국민들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통지211 (‘18.4.26)
•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2018년 3월 23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고 비밀스럽고 회피적”이라고
평가
• 인도 정부는 △인도 사용자들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이 데이터에 어떤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타사 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페이스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데이터에 액세스/소유하는지,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추가로 질의

6. 기타 동향
(1) 페이스북의 일부 앱 서비스 중단 및 내부 조사
▶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이용 실태와 관련한 전면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 한 후 데이터 유출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최소한 200 개 앱의 운영을
210 https://www.irishmirror.ie/news/irish-news/cambridge-analytica-irelands-data-watchdog-12221669
211 https://www.ndtv.com/india-news/cambridge-analytica-cryptic-and-evasive-on-data-breach-says-government-18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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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중지212 (‘18.5.14)
• 회사 측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 팀이 지속적인 점검 과정을 통해 특정 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
• 지금까지 수천 개의 앱이 조사를 받았으며, 협조를 거부하거나 감사(audit)를 거절한 앱은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이용이 금지될 전망
• 그러나 어떤 앱이 일시 중지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앱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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