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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량(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CAV)1의 대중화와
함께, 차량 내 모니터링과 위치정보 추적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관심 확대
• 자율주행차량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차량 제조업체들은 안전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하는 추세이며,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우려 제기
- 예컨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운전자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및 공유 가능
- 자율주행차량 내에서 스마트 스피커, 비디오카메라, 기타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1 커넥티드차량(Connected Vehicles)은 정보통신 기술과 차량(車輛)를 연결시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Automated Vehicles)의 기술 기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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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기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 프로파일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감지2
• 운전자의 차량 출입을 감지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차량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운전자의 신원 정보와 결합하여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차량의 운행이력이나 성능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제3자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상존
• 이와 관련,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권고 사항 등을 제시
• 본 고에서는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발표한 주요 지침, 보고서, 의견서
등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검토

그림_1 자율주행 기술 수준의 단계별 발전 전망

출처: NHTSA, 삼성다스플레이 뉴스룸 (2020)

2 예컨대 미국의 기술업체 Affectiva의 ‘Automotive AI’ 서비스는 차량 내부에서 기존의 RGB 카메라와 근적외선 카메라의
조합을 통해 운전자의 분당 눈 깜박임 횟수 등 신체반응에 기초한 신뢰 점수(confidence scores)를 추출하고, AI 모델을
이용해 졸음과 하품 등 운전자의 피로 증상과 기쁨, 놀람,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을 식별

- 3 -

2020년 11월

2. 주요 기관의 지침·보고서·의견서 현황

▶ 주요국에서 커넥티드차량 및 자율주행차량 도입과 관련한 원칙과 윤리 지침들이 다수 발표된
가운데, 특히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지침·보고서·의견서 등의 최근 5년간 발표 사례는 [표1]과 같음

[표1] 커넥티드차량 및 자율주행차량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보고서·의견서·기타 주요 현황
지

역

지침 및
매뉴얼

제

목

발표기관/(지역)

발표날짜

자율주행차량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및 보안 지침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NHTSA(북미)

2016.9월

안전을 위한 비전 2.0(A Vision for Safety 2.0)

NHTSA(북미)

2017.9월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s, ADS)의 안전관리
원칙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Automated Driving System Safety)3

NHTSA(북미)

2020.11월

커넥티드차량 및 이동성 관련 개인정보 처리 지침
(Guidelines 1/2020 on processing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connected vehicles and mobility related
applications)

EDPB(유럽)

2020.2월

AP(유럽)

2020.3월

커넥티드차량의 데이터 연결, 이용, 공유 방식 등의 관행이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
(VEHICLE DATA PRIVACY: Industry and Federal Efforts Under
Way, but NHTSA Needs to Define Its Role)

GAO(북미)

2017.7월

커넥티드차량의 개인 데이터 이용 관련 패키지 보고서
(Connected vehicles and personal data)

CNIL(유럽)

2017.10월

커넥티드 자동차 워크숍 보고서
(Connected Cars Workshop Report)

FTC(북미)

2018.1월

ENISA(유럽)

2019.11월

EC(유럽)

2020.9월

커넥티드차량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Handleiding: 'Connected car? Bescherm uw privacy!'

보고서

스마트 자동차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모범 사례 보고서
(Good practices for security of Smart Cars)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의 윤리 보고서
(Ethics of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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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의견서

결의안

제

목

발표기관/(지역)

발표날짜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에 관한 지침(National Guidelines for
Automated Vehicle Trials)에 대한 의견서(National Guidelines
for Automated Vehicle Trials — submission to the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s

OAIC(호주)

2017.1월

캐나다 상원 교통 및 통신위원회의 커넥티드차량 기술과 규제
관련 연구에 대한 의견서
(Submission to the Standing Committee on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regarding their study on the regulatory and
technical issues related to the deployment of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OPC(북미)

2017.3월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실천
촉구 결의안
(Resolution on Data Protection in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

ICCPC (글로벌)

2017.9월

(1) 지침 및 매뉴얼

▶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차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및 보안 지침(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공표 (2016.9월)
• 동 지침은 자율주행차량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
• 자율주행 기능이 고장 난 경우의 안전 문제와 탑승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
• 이와 함께 주(州) 정부들이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주별로 서로
모순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규제도 혼동이 없도록 촉구

▶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s)에 대한 새로운
연방 지침 역할을 할 ‘안전을 위한 비전 2.0(A Vision for Safety 2.0)’ 발표 (2017.9월)

3 2020년 11월 현재 공개 의견수렴 단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공식 버전을 공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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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은 완전 자율주행(full autonomy) 및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을 포함한 자동화 기능의 개발을 통합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각급 정부가 연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동 지침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의 자율주행차 5단계 기준 중 SAE Level 3~Level 5
수준(완전자율 단계)의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설명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 외에도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동의 자유와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

▶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관리 원칙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utomated Driving System Safety)’ 개발 추진 (2020.11월)
•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안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동 프레임워크는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정의·평가·관리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 프레임워크의 개발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문서 초안(Framework for Automated
Driving System Safety)을 공개한 상태
•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규칙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과정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보안·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인지 주목

▶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커넥티드차량 및 이동성 관련 개인정보 처리
지침(Guidelines 1/2020 on processing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connected
vehicles and mobility related applications)’ 공개 (2020.2월)
• 동 가이드라인은 커넥티드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지리적 위치 정보 △운전자 등의 생체
정보 △범죄 행위 관련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참조할 권고 사항 제시
• 커넥티드차량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적화된 설계 원칙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관련 내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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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AP(Autoriteit Persoonsgegevens)는 네덜란드 자동차
제조업체 전반 및 커넥티드차량 제조업체의 GDPR 준수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커넥티드차량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매뉴얼(Handleiding:

'Connected

car?

Bescherm uw privacy!')’ 공개 (2020.3월)
•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는 EDPB의 커넥티드차량 및 이동성 관련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
• AP는 네덜란드의 모든 자동차, 상용차, 트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 처리의 목적, 기간, 공유 현황 및 보안 조치에 현황을 검토한
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
• 이에 앞서 2020년 2월에는 자동차, 스쿠터, 기타 유형의 커넥티드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렌트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권장 설명서 발표

(2) 보고서

▶ 미 회계감사원(GAO)은 ‘커넥티드차량의 데이터 연결, 이용, 공유 방식 등의 관행이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VEHICLE DATA PRIVACY: Industry and Federal
Efforts Under Way, but NHTSA Needs to Define Its Role)’ 공개 (2017.7월)
• 당시 GAO의 검토 대상이 된 16개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 13개가 커넥티드차량을 생산하고
차량의 위치나 차량 작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이용,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
• 13개 자동차 제조업체 중 소비자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열사 등이 아닌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없었으나, 커넥티드차량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데이터의 수집, 이용, 공유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투명성 보장 △데이터 최소화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 들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평가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CNIL은 GDPR 준수를 위한 ‘커넥티드차량의 개인 데이터
이용 관련 패키지 보고서(Connected vehicles and personal data)’ 발간 (2017.10)
• 동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조율했으며, 협의에는 자동차, 보험, 통신 업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

- 7 -

2020년 11월

• 차량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
• 또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①차량의 데이터가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②차량의 데이터가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전송되지만 차량에 대한 자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 ③차량의 데이터가 원격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되어
차량에 대한 자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별 데이터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

▶ 미 연방통상위원회(FTC)의 소비자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otection)은 ‘미 도로교통
안전국과 커넥티드차량 관련 워크숍(Connected Cars Workshop)’을 공동 주최하고 주요
내용 발표 (2018.1월)
• 2017년 6월 28일부터 진행된 동 워크숍에서는 커넥티드 자동차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패널들은 자율주행차량 및 커넥티드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과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FTC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 워크숍 참석자들은 커넥티드 자동차 관련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및 채택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이러한 데이터의 2차적인 활용과 예기치 못한 용도에 대해
개인정보침해를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동 보고서는 커넥티드 자동차와 관련된 보안 문제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패널 토론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ENISA(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는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애프터 마켓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자동차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모범 사례 보고서(Good practices for security of Smart Cars)’ 발표 (2019.11월)
• 동 보고서는 커넥티드차량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 방지를 위해 사이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보안 조치와 모범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
• 이와 함께 보안 중심 설계(Security by Design)와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등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할 수 있는 보안 조치의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위험
관리와 차량 자원 관리의 중요성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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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보안, 클라우드 보안, 암호화와 같은 여러
기술적 보안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량(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CAV)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윤리 보고서(Ethics of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발표 (2020.9월)
• 동 보고서는 CAV의 적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 이외의 데이터의 수집
또는 공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CAV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 CAV 제작업체 및 배차업체에게는 EU GDPR 제5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고지하고, CAV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
- 이와 관련, 기술 인프라 또는 관련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한 조작· 오용·무단 액세스를
막기 위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운전자, 보행자, 승객, 기타 도로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CAV 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

(3) 의견서 및 기타

▶ 호주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AIC(The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국가교통위원회(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NTC)의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에 관한
지침(National

Guidelines

for

Automated

Vehicle

Trials)’에

대한

의견서(National

Guidelines for Automated Vehicle Trials — submission to the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s)’ 제출 (2017.1월)
• NTC는 호주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을 위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건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정하며 △지역 사회에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제고하기 위해 동 지침을 작성
• OAIC는 제출물은 동 지침의 제6부 (데이터 및 정보)에 요약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자율주행차량 시험과 관련된 충돌 데이터 및 기타 업데이트 내용이 수집 및 공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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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OAIC는 동 지침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려 사항을 통합하여 제시할 경우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공공의 참여 확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대한 자율주행차량 시험 참가자들의 인식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

▶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PC(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는
상원 교통 및 통신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TRCM)의

‘커넥티드차량

기술과

규제

관련

보고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공개성명(Opening Statement)’을 발표 (2017.3월)
• OPC는 커넥티드차량에서 생성되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에 대해 규율 책임을 지닌 공공
부문 기관 또는 조직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커넥티드차량 주변 산업 분야에서 '복잡한 생태계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동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 이와 함께, 커넥티드차량 내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와 삭제를
통해 개인 데이터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의 제공 여부를 점검하도록 촉구

▶ 브라질 대의원(하원)의 경제개발, 산업, 상업 및 서비스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Development, Industry, Commerce and Services of the Chamber of
Deputies)는 차량 제조업체와 수입 업체가 해킹으로부터 차량의 전자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할 메커니즘을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승인 (2017. 6월)
• 이에 따라 기존 교통법이 개정되어 국가교통위원회(National Traffic Council, Contran)가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평가를 위한 테스트의 내용과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차량 설계에
적용할 보안 조치의 적용 일정을 수립
• 제안 내용에 따르면, 차량의 위치, 속도, 소유자, 임차인, 운전자, 승객 정보 등 차량과
관련하여 수집된 모든 전자 정보, 차량에 대한 전자 제어 또는 운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모든

주체를 해커로 정의

• 차량의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 시스템에 대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경우 6개월~1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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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개최된 제 39회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위원회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CPC)에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당국자들은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보호를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실천을
촉구하는 결의안(Resolution on Data Protection in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
채택에 합의 (2017.9월)
• 동 결의안은 표준화 단체, 공공기관, 차량 및 장비 제조업체, 개인운송 서비스와 렌터카
업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개인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새로운 장치 또는 서비스의 생성 및 개발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로는 △적절한 통지 기술 △익명화 기술 △데이터 최소화
△강력한 데이터 보안 등을 권고
• 또한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고,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때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반드시 진행하는 등 데이터 보호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 동 결의안은 자율주행차량 혹은 커넥티드차량 사용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컨트롤러 등이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3. 시사점

▶ 커넥티드차량 및 자율주행차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최근 수년 동안 각종 지침·보고서·의견서·결의안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사업자의 책임,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와 센서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를 소비자의 데이터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고 차량 공간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동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케팅 목적으로 외부공급 업체에 집계해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Google과 Facebook의 비즈니스 수행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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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Watchdog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 수집과 저장은 “차량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에 따른 것
•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량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마케팅이나 기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차량운행과

관련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 안전운전 등을 위해 차량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당초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오남용되거나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부각
•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누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주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의 광범위한 수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

Reference
1. Agência Câmara de Notícias, Projeto obriga inclusão de itens anti-hackers em sistemas eletrônicos de veículos, 2017.6.9
2. Bird&Bird, "EDPB publishes draft guidelines on connected vehicles", 2020.2.7
3. CNIL, "Connected vehicles: a compliance package for a responsible use of data", 2018.2.13
4. EDPB, “Guidelines 1/2020 on processing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connected vehicles and mobility related applications” 2020.2.7
5. ENISA, “ENISA puts Cybersecurity in the driver's seat”, 2020.11.25
6. Fox Rothschild, “European Commission Releases Autonomous Vehicle Privacy Recommendations”, 2020.9.21
7. FTC, "Staff Perspective Recaps Workshop Examining Privacy, Security Issues Related to Connected Cars", 2018.1.9
8. GAO, "Vehicle Data Privacy: Industry and Federal Efforts Under Way but NHTSA Needs to Define Its Role", 2017.8.28
9. New York Times, "Eyes on the Road! (Your Car Is Watching)", 2019.3.28
10. New York Times, "Self-Driving Cars Gain Powerful Ally: The Government", 2016.9.19.
11. OAIC, “National Guidelines for Automated Vehicle Trials — submission to the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s”, 2017.1.29
12. Tech Crunch,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leases new self-driving vehicle guidelines", 2017.9.13

- 12 -

2020년 11월

발 행 일 2020년 11월
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Tel 1433-25
▶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