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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목 차 >
1. DPA 및 주요기관의 코로나 19 관련 지침 발표 현황 (주제별)
2. DPA 및 주요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발표 현황 (국가별)
※ 본 현황표는 12월 월간 「DPA 및 주요기관의 코로나 19 관련 지침 현황 분석」의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의 URL 링크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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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와 EU 및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지침(guidelines)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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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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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_1. DPA 및 주요기관의 코로나 19 관련 지침 발표 현황 (주제별)
주요주제

국가

감독기구

제목

EU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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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Commissioner of
Data Protection
(Observer)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법규(FAQ
포함) 검토
(Force Majeure Privacy: Insights into the Imperative fo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nd FAQs))

그리스

Hellenic Data
Protection Authority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지침
(Guidelines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Management of COVID-19)

네덜란드

Data Protection
Commission
(Autoriteit
Persoonsgegevens)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주제별 개인정보보호 지침 (Privacy &
corona)

뉴질랜드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개인정보보호와 코로나19
(Privacy and Covid-19)

리투아니아

State Data
Protection
Inspectorate

프라이버시
일반

개인데이터 보호와 코로나19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COVID-19)
코로나19와 개인 데이터 보호
(Asmens duomenų apsauga ir koronavirusas COVID-19)

마카오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개인 출입기록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지침
(Exemption of Notification and Simplified Notification for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the Data of Individuals
Entering and Exiting Venu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말리

Autorité de
Protection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 데이터 수집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APDP의 알림
(Covid-19 : les mises en garde de l’APDP sur la collecte
de données personnelles et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des personnes)

멕시코

National Institute for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AI)

코로나19 환경에서의 개인 데이터 보안
(Datos Personales Seguros COVID-19 (Information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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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제

국가

감독기구

제목

Transparency,
Public Information
Access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stitute
of Estado de
México and
Municipalities
(Infoem)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권리 및 공공정보 접근권 보장에
관한 권고
(Recomendaciones respecto a la garantía de los derechos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ante brote de COVID-19)

모리셔스

Data Protection
Office of Mauritius

코로나19 관련 건강 데이터 및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시
데이터 보호 지침
(Data Protection for Health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스위스

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계획
(Coronavirus protection plans)
코로나19 봉쇄 관련 데이터 보호의 법률적 프레임워크
(Legal data protection framework for coronavirus
containment)

스페인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슬로바키아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of
the Slovak Republic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 데이터 처리
(Coronavirus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아르헨티나

Agencia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지침
(Tratamiento de datos personales ante el Coronavirus)

아일랜드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

안도라

알바니아

Agència Andorrana de
Protecció de Dades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코로나19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Covid-19 FAQs)

코로나19와 정보접근요구권
(COVID-19 and Subject Access Requests)
데이터보호와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data protection and COVID-19)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정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pecific
sectors in the context of measures against COVID-19)
데이터보호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 허브 서비스
(Information hub on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영국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할 보건 및 사회보장조직
관련 정보
(Health, social care organisations and coronavirus – what
you need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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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제

국가

감독기구

제목

오스트리아

Austrian Data
Protection Authority

데이터보호기구의 코로나19 정보
(Information der Datenschutzbehörde zum Coronavirus
(Covid-19))

우루과이

Unidad Reguladora
y de Control de
Datos Personales

국가적 보건 비상 상황에서의 개인 데이터 처리 관련
권고사항
(Recomendaciones para el tratamiento de datos
personales ante la situación de emergencia sanitaria
nacional)

이스라엘

Israeli Privacy
Protection Authority

코로나19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대한 지침
(Guidelines on Privacy Aspects of the Coronavirus
Epidemic (COVID-19))

이탈리아

Data Protection
Commission
(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코로나19와 데이터보호
(Coronavirus and data protection)

일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Handling of personal data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Novel-Coronavirus (COVID-19) disease)

체코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지침
(Ke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v rámci opatření proti šíření
koronaviru)

칠레

Consejo para la
Transparencia

감염자 신원정보 및 감염사실 확인에 관한 정보 공개 문제
(Se puede revelar el nombre de una persona contagiada
o de un eventual contagio?)

OPC(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캐나다

프라이버시와 코로나19
(Privacy and the COVID-19 outbreak)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 프레임워크
(A Framework for the Government of Canada to Assess
Privacy-Impactful Initiatives in Response to COVID-19)

알버타주 OPC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Alberta)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Privacy in a Pandemic)

터키

Pers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개인데이터 보호
(Protection of Personal Data During the Fight Against
COVID-19)

튀니지

Insta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INPDP)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Recommandations de L’insta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elles Relatif a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n Periode d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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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제

국가

감독기구

제목

페루

Autoridad Nacion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코로나19 감염자의 건강 데이터 관련 기밀성 보장 방안
(Medidas para garantizar la confidencialidad de los datos
de salud de los pacientes con COVID-19)

포르투갈

CNPD
Comissão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

코로나19 감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
(Orientações sobre divulgação de informação relativa a
infetados por Covid-19)
코로나19 관련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지침
(Collect what is necessary. Disclose only to the proper
authority)
코로나19 기간 중 개인 데이터 보호
(Protecting personal data in the time of COVID-19)

필리핀

National Privacy
Commission

정보수집 지침: 격리대상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타 구호
패키지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Collect the minimum necessary information in providing
financial aid and other relief packages to those affected
by the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환자 데이터 무단 공개 방지를 위한 보호 방안
(Protecting Patient Data from Unauthorized Disclosure)

프라이버시
일반,
직장 내
개인
건강정보
처리

호주

Office of the
Victor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VIC)

독일

BfDI (Die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데이터 보호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관한 독일
DPA들의 공동 정보 제공 문서
(German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ies joint
information paper on data protection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룩셈부르크

National
Commission for
Data Protection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CNPD의 권고사항
(Coronavirus (COVID-19): recommendations by the CNPD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a
health crisis)

아일랜드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

영국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데이터 보호와 코로나19 관련 Q&A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 what you need to know
(Q&As))

지브랄타

Gibraltar Regulatory
Authority

데이터보호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들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What you need to know)

개인정보보호와 코로나19
(Privacy and COVID-19)

데이터보호와 코로나19
(Data Protection an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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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제

프라이버시
일반,
접촉 추적,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직장 내
개인
건강정보
처리

직장 내
개인
건강정보
처리

접촉 추적

국가

감독기구

제목

프랑스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코로나19 관련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CNIL의 공지
(Coronavirus (Covid-19) : les rappels de la CNIL sur la
collecte de données personnelles)

핀란드

Office of 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데이터 추적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제한
(Data protection and limit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헝가리

Hungarian National
Authority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processing data related to the Coronavirus
epidemic)

호주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조언 및 지침
(Advice and guidance on privacy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네덜란드

Data Protection
Commission
(Autoriteit
Persoonsgegevens)

코로나19 관련 체온측정과 건강상태 점검 지침
(Temperaturen en gezondheidscheck)

스페인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코로나 감염 직원 발생 시 신고 의무와 관련한 직장 내 데이터
처리 활동 지침 보고서
(Report from the State Legal Service Department (the
Spanish DPA) on Processing Activities Relating to the
Obligation for Controllers from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Administrations to Report on Workers Suffering from
Covid-19)

영국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포르투갈

CNPD
Comissão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

직원 건강 데이터 수집에 대한 지침
(Orientações sobre a recolha de dados de saúde dos
trabalhadores)

홍콩

PCPD(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Fight COVID-19 Pandemic Guidelines for Employers and
Employees)

EU

(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위치 데이터 및 연락처 추적 도구
사용에 대한 지침
(Guidelines 04/2020 on the use of location data and
contact tracing tool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고용주를 위한 작업장 내 코로나19 테스트 관련 지침
(Workplace testing – guidance for empl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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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제

국가

감독기구

제목

네덜란드

Data Protection
Commission
(Autoriteit
Persoonsgegevens)

코로나19 연락처 추적 앱 관련 지침
(Onderzoeksrapportage bron-en contactopsporingsapps)

아르헨티나

Agencia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개인 데이터 및 지리적 위치 정보 보호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eolocalización)

지브랄타

Gibraltar Regulatory
Authority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접촉자 추적 및 위치 데이터 처리 지침
(COVID-19: Contact tracing and location data)

캐나다

OPC(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코로나19 알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점검
(Privacy review of the COVID Alert exposure notification
application)

필리핀

National Privacy
Commission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관련 앱과 디지털 도구 및 솔루션에
관한 지침
(On COVID-19 -related apps, digital tools and solutions
in this time of pandemic)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교육
(Onderwijs tijdens corona)

네덜란드

Data Protection
Commission
(Autoriteit
Persoonsgegevens)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교육을 위한 팁
(Tips voor het onderwijs)
화상통화 시 개인정보보호 지침
(Keuzehulp privacy videobellen)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코로나19 기간 중 교육기술업체와 학교를 위한 COPPA 준수
지침
(Guidance for Ed Tech Companies and Schools during the
Coronavirus)
원격수업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Remote learning and children’s privacy)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스위스

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아일랜드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

영국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음성 및 화상 회의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들
(Measures for the safe use of audio and video
conferencing systems)
원격근무 시 개인 데이터 보호 수칙
(Protecting Personal Data When Working Remotely)
화상회의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팁
(Data Protection Tips for Video-conferencing)
데이터 보호와 재택근무 관련 정보 서비스
(Data protection and working from home – what you need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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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제

국가

감독기구

제목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기술 사용 지침
(Utilização de tecnologias de suporte ao ensino à
distância)

포르투갈

CNPD
Comissão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

재택 근무시 원격 제어를 위한 지침
(Orientações sobre o controlo à distância em regime de
teletrabalho)
고등교육기관의 원격 평가에 관한 지침
(Orientações sobre avaliação à
estabelecimentos do ensino superior)

distância

nos

폴란드

Personal Data
Protection Office

원격수업 중 개인 데이터 보안을 위한 지침
(Security of personal data during remote learning –
UODO’s guide for schools)

필리핀

National Privacy
Commission

재택근무 시 개인 데이터 보호 방안
(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Work From Home
Arrangement)

호주

Office of the
Victor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VIC)

원격 근무 시 개인정보보호와 공공부문 정보보호 방안
(How to respect privacy and protect public sector
information when working remotely)

홍콩

PCPD(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아동 개인정보보호 지침
(Provides Guidelines on Children's Privacy during the
Pandemic)

OECD

코로나19 위기 중 디지털 보안 위험 처리
(Dealing with digital security risk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crisis)

OECD

OECD 코로나19 허브
(Covid-19 Hub)
리히텐
슈타인

Data Protection
Authority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아일랜드
기타

영국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코로나 위기 기간 중 데이터 보호
(Datenschutz während der Corona-Krise)
FTC의 코로나19 관련 사기대응 현황
(Coronavirus Scams: What the FTC is Doing)
감염병 확산 중 안전한 온라인 생활 수칙
(Staying safe online during a pandemic)
코로나19 관련 사기 대응 방안
(Stay one step ahead of the scammers)
커뮤니티 그룹과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서비스
(Community groups and COVID-19: what you need to
know about data protection)

지브랄타

Gibraltar Regulatory
Authority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온측정 지침
(COVID-19: Temperature checks)

포르투갈

CNPD
Comissão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

교육기관의 학생 체온 측정에 관한 지침
(Orientações para os estabelecimentos de ensino quanto
à medição da temperatura corporal dos alunos)

출처: Global Privacy Assemb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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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_2. DPA 및 주요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발표 현황 (국가별)

국가/기관

EU

OECD

UAE

그리스

감독기구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

OECD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Commissioner of
Data Protection
(Observer)
Hellenic Data
Protection
Authority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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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위치 데이터 및 연락처 추적 도구
사용에 대한 지침
(Guidelines 04/2020 on the use of location data and
contact tracing tool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코로나19 위기 중 디지털 보안 위험 처리
(Dealing with digital security risk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crisis)

네덜란드

뉴질랜드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프라이버시 일반

접촉 추적

기타
(정보보호)

OECD 코로나19 허브
(Covid-19 Hub)

기타
(코로나19 관련
종합정보 안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법규(FAQ 포함) 검토
(Force Majeure Privacy: Insights into the Imperative fo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nd FAQs))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지침
(Guidelines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Management of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주제별 개인정보보호 지침
(Privacy & corona)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관련 체온측정과 건강상태 점검 지침
(Temperaturen en gezondheidscheck)

Data Protection
Commission
(Autoriteit
Persoonsgegevens)

주요주제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코로나19 연락처 추적 앱 관련 지침
(Onderzoeksrapportage bron-en
contactopsporingsapps)

접촉 추적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교육(Onderwijs tijdens corona)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교육을 위한 팁(Tips voor het
onderwijs)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화상통화 시 개인정보보호 지침(Keuzehulp privacy
videobellen)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개인정보보호와 코로나19(Privacy an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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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감독기구

제목

주요주제

독일

BfDI (Die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
t)

데이터 보호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관한 독일
DPA들의 공동 정보 제공 문서
(German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ies joint
information paper on data protection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프라이버시
일반,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룩셈부르크

National
Commission for
Data Protection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CNPD의 권고사항
(Coronavirus (COVID-19): recommendations by the
CNPD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a health crisis)

프라이버시
일반,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개인데이터 보호와 코로나19(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리투아니아

State Data
Protection
Inspectorate

코로나19와 개인 데이터 보호(Asmens
apsauga ir koronavirusas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리히텐
슈타인

Data Protection
Authority

마카오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말리

멕시코

모리셔스

Autorité de
Protection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National Institute
for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AI)
Transparency,
Public Information
Access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stitute
of Estado de
México and
Municipalities
(Infoem)
Data Protection
Office of Mauritius

duomenų

코로나 위기 기간 중 데이터 보호
(Datenschutz während der Corona-Krise)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개인 출입기록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지침
(Exemption of Notification and Simplified Notification
for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the Data of
Individuals Entering and Exiting Venu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 데이터 수집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APDP의 알림
(Covid-19 : les mises en garde de l’APDP sur la
collecte de données personnelles et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des personnes)

기타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일반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환경에서의 개인 데이터 보안
(Datos Personales Seguros COVID-19 (Information
Hub))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권리 및 공공정보 접근권
보장에 관한 권고
(Recomendaciones respecto a la garantía de los
derechos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ante brote de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관련 건강 데이터 및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시
데이터 보호 지침
(Data Protection for Health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프라이버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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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미국

스위스

스페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감독기구

제목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코로나19 기간 중 교육기술업체와 학교를 위한 COPPA
준수 지침
(Guidance for Ed Tech Companies and Schools during
the Coronavirus)
원격수업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Remote learning and children’s privacy)
FTC의 코로나19 관련 사기대응 현황
(Coronavirus Scams: What the FTC is Doing)

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of
the Slovak
Republic
Agencia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주요주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기타 (정보보호)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계획
(Coronavirus protection plans)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봉쇄 관련 데이터 보호의 법률적 프레임워크
(Legal data protection framework for coronavirus
containment)

프라이버시 일반

음성 및 화상 회의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들
(Measures for the safe use of audio and video
conferencing systems)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코로나 감염 직원 발생 시 신고 의무와 관련한 직장 내
데이터 처리 활동 지침 보고서
(Report from the State Legal Service Department (the
Spanish DPA) on Processing Activities Relating to the
Obligation for Controllers from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Administrations to Report on Workers Suffering
from Covid-19)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코로나19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Covid-19 FAQs)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 데이터 처리
(Coronavirus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지침
(Tratamiento de datos personales ante el Coronavirus)

프라이버시 일반

개인 데이터 및 지리적 위치 정보 보호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eolocaliz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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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감독기구

제목

데이터보호와 코로나19
(Data Protection and COVID-19)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

Agència Andorrana
de Protecció de
Dades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ustrian Data
Protection
Authority

코로나19와 정보접근요구권
(COVID-19 and Subject Access Requests)

주요주제
프라이버시
일반,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프라이버시 일반

원격근무 시 개인 데이터 보호 수칙
(Protecting Personal Data When Working Remotely)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화상회의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팁
(Data Protection Tips for Video-conferencing)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감염병 확산 중 안전한 온라인 생활 수칙
(Staying safe online during a pandemic)

기타
(정보보호)

데이터보호와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data protection and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정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pecific sectors in the context of measures against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데이터 보호와 코로나19 관련 Q&A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 what you need to
know (Q&As))

프라이버시
일반,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데이터보호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 허브 서비스
(Information hub on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할 보건 및
사회보장조직 관련 정보
(Health, social care organisations and coronavirus –
what you need to know)

프라이버시 일반

고용주를 위한 작업장 내 코로나19 테스트 관련 지침
(Workplace testing – guidance for employers)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데이터 보호와 재택근무 관련 정보 서비스
(Data protection and working from home – what you
need to know)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코로나19 관련 사기 대응 방안
(Stay one step ahead of the scammers)

기타
(정보보호)

커뮤니티 그룹과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서비스
(Community groups and COVID-19: what you need to
know about data protection)
데이터보호기구의 코로나19 정보
(Information der Datenschutzbehörde zum Coronaviru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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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감독기구

우루과이

Unidad
Reguladora y de
Control de Datos
Personales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지브랄타

Israeli Privacy
Protection
Authority
Data Protection
Commission
(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Gibraltar
Regulatory
Authority

제목
국가적 보건 비상 상황에서의 개인 데이터 처리 관련
권고사항
(Recomendaciones para el tratamiento de datos
personales ante la situación de emergencia sanitaria
nacional)
코로나19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대한 지침
(Guidelines on Privacy Aspects of the Coronavirus
Epidemic (COVID-19))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칠레

Consejo para la
Transparencia

OPC(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캐나다

알버타주 OPC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Alberta)

프라이버시 일반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와 데이터보호
(Coronavirus and data protection)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Handling of personal data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Novel-Coronavirus (COVID-19) disease)

프라이버시 일반

데이터보호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들
(Data protection and Coronavirus: What you need to
know)

프라이버시
일반,
접촉 추적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접촉자 추적 및 위치 데이터 처리
지침
(COVID-19: Contact tracing and location data)

접촉 추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Temperature checks)
체코

주요주제

체온측정

지침(COVID-19: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지침(Ke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v rámci
opatření proti šíření koronaviru)
감염자 신원정보 및 감염사실 확인에 관한 정보 공개 문제
(¿Se puede revelar el nombre de una persona
contagiada o de un eventual contagio?)

기타
(개인 건강정보
처리)
프라이버시 일반

프라이버시 일반

프라이버시와 코로나19 (Privacy and the COVID-19
outbreak)

프라이버시 일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 프레임워크
(A Framework for the Government of Canada to Assess
Privacy-Impactful Initiatives in Response to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알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점검
(Privacy review of the COVID Alert exposure notification
application)

접촉 추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Privacy in 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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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터키

튀니지

페루

포르투갈

감독기구

제목

Pers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
Insta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INPDP)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개인데이터 보호
(Protection of Personal Data During the Fight Against
COVID-19)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Recommandations de L’insta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elles Relatif a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n Periode de
COVID-19)

Autoridad Nacion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코로나19 감염자의 건강 데이터 관련 기밀성 보장 방안
(Medidas para garantizar la confidencialidad de los
datos de salud de los pacientes con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감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
(Orientações sobre divulgação de informação relativa
a infetados por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직원 건강 데이터 수집에 대한 지침
(Orientações sobre a recolha de dados de saúde dos
trabalhadores)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기술 사용 지침
(Utilização de tecnologias de suporte ao ensino à
distância)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재택 근무시 원격 제어를 위한 지침
(Orientações sobre o controlo à distância em regime
de teletrabalho)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고등교육기관의 원격 평가에 관한 지침
(Orientações sobre avaliação à distância
estabelecimentos do ensino superior)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CNPD
Comissão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

주요주제

nos

프라이버시 일반

프라이버시 일반

교육기관의 학생 체온 측정에 관한 지침 (Orientações
para os estabelecimentos de ensino quanto à medição
da temperatura corporal dos alunos)

기타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폴란드

Personal Data
Protection Office

원격수업 중 개인 데이터 보안을 위한 지침 (Security of
personal data during remote learning – UODO’s guide
for schools)

프랑스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코로나19 관련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CNIL의 공지
(Coronavirus (Covid-19) : les rappels de la CNIL sur la
collecte de données personnelles)

핀란드

Office of 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데이터 추적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제한
(Data protection and limit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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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일반,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프라이버시
일반,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2020년 12월

국가/기관

필리핀

헝가리

감독기구

National Privacy
Commission

Hungarian National
Authority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제목

주요주제

코로나19 관련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지침
(Collect what is necessary. Disclose only to the proper
authority)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기간 중 개인 데이터 보호
(Protecting personal data in the time of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정보수집 지침: 격리대상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타 구호
패키지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Collect the minimum necessary information in
providing financial aid and other relief packages to
those affected by the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프라이버시 일반

환자 데이터 무단 공개 방지를 위한 보호 방안
(Protecting Patient Data from Unauthorized Disclosure)

프라이버시 일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관련 앱과 디지털 도구 및
솔루션에 관한 지침
(On COVID-19 -related apps, digital tools and
solutions in this time of pandemic)

접촉 추적

재택근무 시 개인 데이터 보호 방안
(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Work From Home
Arrangement)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processing data related to the
Coronavirus epidemic)

프라이버시
일반,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조언 및 지침 (Advice and guidance on privacy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프라이버시
일반,
접촉 추적,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호주
Office of the
Victor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VIC)

개인정보보호와 코로나19
(Privacy and COVID-19)

프라이버시 일반

원격 근무 시 개인정보보호와 공공부문 정보보호 방안
(How to respect privacy and protect public sector
information when working remotely)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홍콩

PCPD(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Fight
COVID-19 Pandemic Guidelines for Employers and
Employees)

직장 내
개인건강정보
처리

홍콩

PCPD(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아동 개인정보보호 지침(Provides
Guidelines on Children's Privacy during the Pandemic)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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