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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요약

▶ (개요 및 배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전세계
주요 국가의 감염자 접촉 파악 등을 위한 확신자 동선 공개와 위치정보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역학조사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예컨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개인의 위치 정보 등을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에 제공된 비식별 데이터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이에 따라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고하고, 개인 데이터 수집의 법적 근거를 모색하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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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본 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들이 발표한
주요 지침의 현황 및 사례를 요약하고1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

▶ (주요 현황 및 통계 요약)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와 국제기구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원칙과 법적 근거,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지침과
관련 정책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1월 말까지의 주요 현황 개요 및 통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
•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기관들의 포럼인 GPA(Global Privacy Assembly)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주요국2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와 EU 및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지침(guidelines) 86건3 △성명서(statement) 52건 △서한, 의견서, 정책 브리프,
보고서, 뉴스 등의 형태로 코로나19 관련 자료 발표
- 서한, 의견서, 정책 브리프, 보고서는 "접촉추적(앱)"에 대한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성명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발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와
국제기구 등의 ‘지침(Guidelines)’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이슈와 특징 등을 정리
• 지침 사례 총 86건 중 이슈별 구성비는 △프라이버시 일반 58%(50건)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16%(14건) △접촉 추적 9%(8건) △재택근무/원격수업 7%(6건) △기타 10% (9건)
※ 이상은 중복 허용하여 집계한 수치이므로 각 항목별 비율의 단순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 GPA가 제공하는 지침 사례에는 단일 주제를 다루는 지침과 복수의 주제를 다루는 지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복수의 주제를 다루는 지침의 경우 각 주제를 중복하여 계산함

2. 코로나19 관련 지침 이슈별 주요 사례

(1) 프라이버시 일반

▶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유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재확인

1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기관들의 포럼인 GPA(Global Privacy Assembly)는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세계 DPA 및 관련 기관들이 발표한 각종 지침과 의견서, 결정문, 성명 등의 자료를 공개.
본 보고서의 지침 목록은 GPA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GPA의 분류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해당 자료에서
제외된 사례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제시
2 홍콩, 마카오, 안도라 등 별개의 감독기구가 있는 경우 1개국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3 캐나다와 룩셈부르크 등 다(多)언어 사용 국가에서 동일한 내용을 여러 언어(예: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표한 경우 1개로
병합하여 계산함

- 3 -

2020년 12월

•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을 확인하면서도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
- 예컨대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들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목적으로 수집·공개·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과 허용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데이터 처리 방식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FQA) 등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비례성의 원칙을 따르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에도 주목
- 예컨대,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PC(Office of Privacy Commissioner)는 정부
기관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평가 프레임워크4 제시

▶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 관련 데이터 처리에 관한 지침(Guidelines 03/2020 on the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ealth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공개
• 동 지침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보처리의 근거 △과학연구목적의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적절한 보호조치의 실행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등 시급한 이슈들에 대한 EDPB의
안내 사항 포함
• 특히 적정성 결정이나 기타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구
목적으로 국경 간 건강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항의 점검 필요성 제시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데이터 보호와
코로나19 관련 Q&A(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 what you need to know (Q&As))를
통해, 코로나19 고객 및 방문자 정보를 수집할 때 준수해야 할 데이터 보호 지침 공개
• ICO는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부 지침에 명시된 특정 정보만 요청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 △연락처 추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직접
마케팅·프로파일링·데이터 분석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 △수집된

4 A Framework for the Government of Canada to Assess Privacy-Impactful Initiatives in Respons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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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21일 경과 후 파기할 것을 권고
• 개인이 연락처 추적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방문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없으나 방문자에게 연락처 추적 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연락처
정보 제공을 위한 다른 방안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

▶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PC(Office of Privacy Commissioner)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기업과 여타 조직들이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에 대한 지침(Privacy and
the COVID-19 outbreak)을 통해 위기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원칙 간 ‘균형’의 중요성 강조
• OPC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중 보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곧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동 지침은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들과 PIPED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 적용되는 민간 조직들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 제시
• OPC는 이러한 조직들이 COVID-19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공개할 책임과 권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제공

▶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PC(Office of Privacy Commissioner)는 정부 기관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평가 프레임워크 형태의
지침 제시
• 동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the Government of Canada to Assess PrivacyImpactful Initiatives in Response to COVID-19)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과 공중 보건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권고
• 이와 함께, △가능하면 비식별 데이터 또는 총계화된 데이터를 이용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이 상황은 한시적으로만 허용되며 해당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코로나19
위기 종료 후 반드시 폐기할 것 △정부는 예외 조치에 적용 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 제시
• OPC는 특히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서 및 조직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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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 추적

▶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접촉 추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수반되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
• 위치 추적이 불가피한 이러한 시스템에는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익명화
원칙을 지키며, 수집 목적 이외의 데이터 오남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Google과 Apple 같은 거대 기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특정 사업자들이 대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 반영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보건당국을 포함한 정부기관들의 시민 개인정보 모니터링과
추적에 대해 불가피하게 용인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다른 면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지속적인 시민 감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
•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를 전제하고,
암호화 등을 통해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시행하며 데이터의 엄격한 관리와 무분별한
데이터 공유 금지 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 필요
- EU집행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접촉자 추적용 디지털 앱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안내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단순히 원칙을 권고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한 사례로 주목

▶ EU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이 접촉 추적 앱 개발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박스(Coronavirus: An EU approach for efficient contact tracing) 제공
•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e-Health Network가 개발하였으며 접촉 추적 시스템
안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국가 차원에서 접촉 추적 앱을 사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참여 △국가 보건
당국에 의한 승인 △암호화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질 경우
즉시 파기 등의 필수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인
•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앱을 도입할 경우 이 툴박스를 실용적인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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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NPC(The National Privacy Commission)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객 및 방문객 연락처 추적 방안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Establishments
on the Proper Handling of Customer and Visitor Information for Contact Tracing) 제공
• 동 지침은 △고객이나 방문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리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인정보보호 통지를 개발하며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
• 이와 함께 △건강 점검표 또는 기타 유사한 형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확진자 접촉 여부
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우발적이거나 불법적인 데이터 처리 방지 및 데이터의
변경·공개·파기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구현하도록 조언
• NPC는 동 지침을 통해 데이터 처리 시 비례성과 최소수집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모든 개인 데이터는 기존 정부 지침에 의해 허용된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이후 모든
개인 데이터는 안전한 방식으로 폐기되어야한다는 점 재확인

▶ 아일랜드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DPC(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락처 추적 시 고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지침(Processing Customer Data for
COVID-19 Contact Tracing) 제공
• 동 지침은 이름, 연락처, 방문 일시 등 데이터의 수집 규모를 최소화하고, 영업 허가된
공간에서 식사판매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만 고객이나 방문객의 신원확인은
요청하지 않을 것을 권고
•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예약 시점에서 고객에게 연락처 추적을 위해 해당 정보가 보관될 것임을 통지하고
△연락처 추적 관련 세부 정보를 다른 고객이 볼 수 없도록 보관하고 △데이터 이용은
수집된 목적으로 제한하고 △연락처 추적 또는 규정 준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연락처 세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
• 한편, DPC는 방문 고객의 기록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동 지침의 목표임을 강조

(3)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반의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방지 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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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관련 사업자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미비로 인해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지침 제시5
• 원격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기술 제공업체와 학교 등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보취약층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원칙 강조
- 예컨대 미 FTC는 교육기술 제공업체가 COPPA에 의거하여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방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교육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검토할 때
교사에게 일임하는 대신 변호사 및 정보보호 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권고6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보편화로 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역량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처리방침 강화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 강조

▶ 미 FTC(The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지침(COPPA Guidance for
Ed Tech Companies and Schools during the Coronavirus) 발표
• 동 지침은 교육기술(edu tech) 제공업체와 학교 당국이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 준수 촉구
- 교육기술 제공업체는 COPPA에 의거하여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방침을 학교에
제공할 것을 권고
- 학교는 교육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검토할 때 교사에게 일임하는 대신
변호사 및 정보보호 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권고
• 교육·학습과 관련하여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에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학교가 승인한 교육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하며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

▶ 필리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NPC(National Privacy Commission)는 재택근무 시 개인
데이터 보호 방안을 담은 지침(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Work From Home
Arrangement) 발표

5 FTC의 원격수업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Remote learning and children’s privacy) 지침 등이 대표적인 사례
6 COPPA Guidance for Ed Tech Companies and Schools during the Coronaviru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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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환경에서 공공 및 민간 조직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직에서 제공 또는 승인한 ICT 장치와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휴대용 미디어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도록 권장
• 이와 함께,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사전에 정의된 사용자 프로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 △시스템 관리 도구를 통한 통제와 모든 계정에 대한 다단계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방지를 위한 데이터 처리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
• 재택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또는 데이터
유출 대응 팀에 즉시 알릴 것을 권고

(4) 직장 내 개인 건강정보 처리

▶ 감염 확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 제공
• 접촉 추적 과정에서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까지 부적절하게 수집 및
공유되지 않도록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 준수 등을 권고
• 예컨대 직장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감염 이력 또는 건강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실질적인 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직원들이 모니터링의 성격,
범위, 목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 개인 건강정보 처리의 경우, 질병 및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직장 내 불이익이나 인사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주목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은 코로나19 관련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CNIL의 공지(Coronavirus (Covid-19) :
les rappels de la CNIL sur la collecte de données personnelles par les employeurs)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을 모니터링하거나 접촉자 추적을 위해 고용주가 직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 제시
•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원격근무와 같은 조직 차원의 조치나 직장 내에서의 각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법적·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의 개인 데이터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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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직원의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한 체온 측정 데이터를 파일로 보관하거나 자동
체온측정 도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데이터 파일의 생성 없이 작업장
입구에서 수동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고용주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보안 및 기밀성은 모든 경우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보건당국이 권한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특정 대상자의 최근 이동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도 확인

▶ 핀란드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mbudsman(The Office of 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이하 Ombudsman)은 데이터 추적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제한을 위한
지침(Data protection and limiting the spread of coronavirus)에서 직원 데이터 보호에
대한 내용 제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 건강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해당
데이터 처리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GDPR 제9조
2(b)7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 확인
• 데이터 보유 기간 및 목적 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처리 조치 및 그와 관련된 기본 의사 결정 내용을 문서화
할 것을 권고
• 이와 함께 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도 특정 직원의 감염 정보 공유나 고용주의
직접적인 건강검진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지적

(5) 기타

▶ 이 밖에도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와 일반적인 정보보호 관련
사항부터 직장이나 매장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증상 확인을 위해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개인 생체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이르기까지 기타 주제들도 포함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이나 사기 피해 등 사고 예방과 안전
등에 대한 우려와 관심 반영

7 고용, 사회보장, 사회보호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주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특정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생체정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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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OECD 코로나19 허브(Covid-19 Hub)’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정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리소스 제공

▶ 아일랜드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DPC(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는 감염병
확산 중 안전한 온라인 생활 수칙 (Staying safe online during a pandemic)을 위한 지침을
통해 전반적인 정보보호 원칙 제시
• DPC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한 가운데 사람들을 속여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한 사기 행위에 주목하고, 온라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
•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수신자에게만 공유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예컨대 확실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지 않는 것은 물론 이메일 및
웹 페이지의 링크가 사기 사이트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하기 전에 링크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브라우저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도착 URL을 검증할 것을 권장
• 이와 함께 모든 기기에 최신 바이러스 백신 또는 온라인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

3. 시사점

▶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 사태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등이
제시한 다양한 지침들은 개인 데이터 처리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신중해야 하며,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취하게 되는 모든
조치들은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
•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례없이 방대한 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실행을
독려하며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공중보건 강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정부기관과
정책담당자들은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와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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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며 더 나은
데이터보호 거버넌스와 기본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기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지는 데이터 컨트롤러로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짐에 따라 개인 데이터 처리 시 더욱 신중하고 신뢰성
있는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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