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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 캐나다 하원에서 2020년 11월 17일 ‘Bill C-11(약칭 Digital Charter Implementation
Act,2020, DCIA)’ 법안1이 제출됨에 따라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 및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 CPPA) 제정을 위한 행보 본격화
• Bill C-11의 정식 명칭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에 따른 여타 법률 개정을 위한 법(An Act to enact the 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Tribunal Act
and to make consequential and related amendments to other Acts)3’으로,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PPA)’이 제정되는 등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
1 https://www.parl.ca/LegisInfo/BillDetails.aspx?Language=E&billId=10950130
2 캐나다의 Navdeep Bains 혁신과학산업부 장관은 앞서 해당 법안의 제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하원에 법안 제출을
완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디지털·온라인 분야의 거대 기업에 대한 규제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3 https://www.parl.ca/LegisInfo/BillDetails.aspx?Language=E&billId=109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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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체계는 공공과 민간에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해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며,
Bill C-11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PPA)’ 제정을 위한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에 해당
- 캐나다의 공공분야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연방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에 대해 규율
-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이하 PIPEDA)’은 은행, 항공사, 전기통신 회사 등 연방 규제
적용 대상인 사업체의 직원 및 상업용 영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규율
- 특히 PIPEDA는 각 주(州) 및 국제적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관리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으며, 각 주 안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

그림_1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체계

출처: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 Bill C-11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PPA)’ 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를 규제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목 집중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할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PPA)’이 제정되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통제권과 기업의 투명성 의무가 강화되어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OPC(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의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법집행 관련 항소의 심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행정

재판소(Data

Protection

Tribunal)

설립을

위한

법률(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Tribunal Act, PIDPTA)’ 시행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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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의 주요 특징 분석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 강화

▶ Bill C-11에 반영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이하, CPPA)’의 입법 방향은 현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익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
• 첫째,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처리
투명성’ 향상
-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적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강화
- 이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동의 내용은 길고 복잡한 법률 문서 대신 평이한 일반 언어로
작성되어야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정보주체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 둘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안전한 방식으로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 지지
• 셋째,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삭제권’ 인정
- 동의 철회 후에도 개인정보 파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PC(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에
진정할 수 있고 △OPC는 해당 사업자에게 데이터 수집 또는 개인정보 이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법 집행에 나설 수 있음
- 예컨대 OPC는 규정 위반 사업자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개인정보보호 행정
재판소(Data Protection Tribunal)에 벌금 부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 확보

(2) 개인정보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 활동 지원

▶ CPPA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안전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 포함
• 기업이나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4 앞서 부과한 엄격한 동의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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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나 조직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공공 기관에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이나 조직이 CPPA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고 규정준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특정
CPPA 적용 규칙에 대한 실행 규범(codes of practice) 및 인증 시스템(certification
systems)의 승인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요청 가능

표_1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PPA) 제정 시 정보주체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구분

개요
유의미한 동의

영향 및 시사점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설명을 얻고
정보에 입각한 유의미한 선택을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력을 더욱 향상 시키기

데이터 이동성

위해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개인정보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개인정보 폐기 및 동의 철회
정보주체

정보주체가 기업에 대해 자유롭게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알고리즘의 투명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예측, 추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에서 직접 식별자(예 : 이름)를 제거하는 관행이 점차

익명화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사용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한 상황에서, CPPA는 개인의 동의 없이
익명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
디지털 경제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간소화

기업/조직

공익 목적의 데이터 공유

이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확보 부담 완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공중 보건, 인프라 강화, 환경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익을 위해 민간기업이 공공 기관에
익명화 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
기업이나 조직이 CPPA 적용 규칙에 대한 실행 규범(codes of

실행 규범 및 인증 시스템

practice) 및 인증 시스템(certification systems)의 승인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Government of Candada(2020)

4 구체적 사례 및 법안의 제18조~28조 내용은 https://parl.ca/DocumentViewer/en/43-2/bill/C-11/first-readi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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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기구의 법 집행 권한 강화
▶ 기업과 조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법 집행 권한 강화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CPPA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개인정보의
부당한 수집 및 이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 중 최대 3% 또는 1,000만
달러 이하의 규모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 특정 사항에 대한 심대한 위반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 또는
2,5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 권한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행정 재판소에
벌금 부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 확보

3. 시사점
▶ Bill C-11은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규율해온 PIPEDA의 중요한 업데이트라는 점에서 주목
• 이와 관련, 하원에 Bill C-11을 제출한 Navdeep Bains 혁신과학산업부 장관은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PIPEDA가 처음 도입된 20년 전이었기에
소셜 미디어나 사물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 강조
• Bill C-11에 의거하여 CPPA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캐나다의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행정
재판소(Data Protection Tribunal)의 신설이라는 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Bill C-11과 CPPA 외에도 연방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의

개정도

모색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법제 전반의 주요한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
Reference
1. CBC, “Bill to overhaul Canada's privacy laws coming soon”,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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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vernment of Canada, “New proposed law to better protect Canadians’ privacy and increase their control over their data and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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