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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개요
(1) 배경
▶ ASEAN(이하 아세안)1)은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ASEAN Framework
on Digital Data Governance)2)’를 발표 (’18년)
• 동 프레임워크는 아세안 지역 전체의 정책 및 규제 개발의 기초를 형성하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수립을 요청

1)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로서 2021년 3월 기준 회원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안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10개국임
2) https://asean.org/storage/2012/05/6B-ASEAN-Framework-on-Digital-Data-Governance_Endor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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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류 프레임워크

-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위한 메커니즘

- 디지털 혁신 포럼

-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포럼 결성

• 이니셔티브 추진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주도로 개최된 제1회 아세안 디지털 장관 회의에서는
▲아세안 데이터관리프레임워크(ASEAN Data Management Framework, 이하 DMF)와
▲아세안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모델계약조항(ASEAN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Cross Border
Data Flows, 이하 MCC)을 각각 채택 (’21년 1월)

(2) 개요
▶ DMF는 조직이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 적절한 보호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우수한 관리
관행과 기본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
• DMF는 기업들에게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과 함께, 이를 위한 개별 구성 요소 단위에서의 가이드를 제공
▶ MCC는 아세안 각국이 자국 개인정보보호법 하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적법하게
실행하기 위해 ’컨트롤러(controller) 대 컨트롤러‘, ’컨트롤러 대 프로세서(processor)‘ 간
개인정보 전송 시 참조 가능한 법률 계약 문서의 조항 안을 템플릿으로 제시한 문서
• MCC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 법률 선택 및 개인정보 주체가 받을 수 있는 개인 구제책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관한 예시적 조항을 제공
•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PDPC3))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사업 운영
범위 내에서 MCC의 구현 방안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 싱가포르 PDPC는 DMF/MCC를 통해 조직의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운영 촉진과 조직
간 협상 및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보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
• PDPC는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해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적법하게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자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4) 발표

3)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4) PDPC, Guide on Data Protection Clauses for Agreements Relating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2021.2.1.(최종 업데이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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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데이터관리프레임워크(DMF)
① 개요
▶ DMF는 기업이 데이터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 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기술 채택 시 발생될 수 있는 기술 의존성 문제에 대응
• DMF는 민간 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는 물론 비즈니스 거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관련 정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됨
• DMF는 ▲비즈니스 요구 ▲데이터의 가치와 목적 ▲이에 상응하는 위험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따라 데이터 관리 관행을 개발하는 데 대한 자율적인 지침을 제공
② 목표
▶ DMF는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촉진, 민간기업의 운영 및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지원을
주요 목표로 설정
표1 _ DMF의 3대 목표 및 주요 내용
3대 목표

주요 내용

아세안 국가 정책입안자들의

Ÿ 데이터 유출 및 침해 감소와 국내 산업계 내 기업 간, 기업 내 데이터 흐름

견고한 디지털 경제 촉진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아세안 내 운영 기업 지원
아세안 내 운영 기업들의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데이터 거버넌스 실행 지원

촉진, 아세안 회원국 간 데이터 이전 촉진
Ÿ 데이터 관리 지원을 위한 공통 언어 마련, 데이터 사용 시 신뢰, 투명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고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지원
Ÿ 위기 기반 데이터 관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 및 절차 측면에서의 실용적
인 가이던스 제공, 데이터 생에 주기 각 단계별 데이터 보호를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법 발굴

③ 적용 대상 및 범위
▶ DMF는 아세안 회원국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 시 모범 관행에 기반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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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F에 기술된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기타 어떤 법과 규정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서가 아닌 자발적인 지침 문서
▶ DMF는 기업 고유의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적용하고 이에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개발
▶ DMF에서 언급된 ‘데이터(data)’는 기업이 생성, 수집, 접근, 처리 및 이전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
• 즉 DMF가 다루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거래 데이터도 포함
▶ DMF는 아세안 회원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④ 기반 구성 요소
▶ DMF는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6개의

'기반

구성

요소

(Foundational components)'를 제시해 조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 DMF는 적절한 수준으로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비용 효율적인
기술·절차·물리상의 통제 체계 확립을 지향해야 함
• 따라서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를 분류하는 것은 DMF의 본질적인
조건이 되어야 함
▶ DMF는 조직에게 다음의 6개 구성 요소 단위에서 정책 대응 체계 구축을 요청
표2 _ DMF 6개 구성 요소 단위
구성 요소

주요 내용
§

조직은 모든 직원을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결정해야 함

1

거버넌스와

§

감독

DMF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기능을 강조
- (관리) 개인의 정책 및 역할 결정, 데이터 보호 관련 질의 및 불만 사항 처리
-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매핑, 통제 실행, 보안 사고 및 비준수 사항 보고
- (위기 관리) 통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와 실행 관리

2

정책과 절차

§

조직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정책 및 절차 문서에 따라 추진

§

기업의 정책 및 절차 문서를 통해 조직은 철저한 내부 데이터 관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책임 입증과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투명성을 강화

- 4 -

제 3 호

구성 요소

주요 내용
§

조직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매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류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
3

- 데이터가 처리되는 목적

인벤토리

- 해당 데이터를 담당하는 인력

(Inventory)

- 데이터의 위치
-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
§

DMF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예상 가능한 규제 요소 및 고객 기대치
등 위기 유형 분류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고려사항을 제시

§
영향 및 위기

4

평가

조직은 영향 및 위기 평가 수행을 통해 데이터셋이 분류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 프로파일을 규명해야 함

§

이를 위해 조직은 ① 기밀성 ② 무결성 ③ 가용성의 세 가지 매개 변수와 이에
수반되는 재무·전략·운영·규정 준수 상의 위기 요인을 고려해야 함

§

조직은 확인된 위기 요인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기 기반
통제법(risk-based control)을 채택해야 함

5

보호 통제

§

DMF는 이를 위한 별도의 통제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국제표준기구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이 개발한 표준 등의 기존 국제 표준을
참고로 채택할 수 있음

지속적

6

모니터링과 개선

§

조직은 규정 준수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이와 연관된 통제 분류화 작업 검토, 정책
및 절차 업데이트 등 다양한 주요 활동을 고려해야 함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모델 계약 조항(MCC)
① 개요
▶ MCC는 자발적 성격의 규제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문서 작성 시 참조할 수 있는 계약 약관 문서
• MCC는 역내 국가 및 국제 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인 ‘아세안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5)’와 아세안 맥락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시 글로벌 모범 사례6)들을
반영하여 조직의 자발적 의무 사항을 기술

5) ASEAN, ASEAN Framework on Personal Data Protection, 2016.11
6) 공정한 정보 관행 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Ps),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1980 OECD Privacy
Guidelines), APEC Privacy Framework, GDPR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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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표
▶ MCC는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전송 및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로 조직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기준선(baselines)'을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기업들이 지역 내 및 지역 밖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MCC에 따라 기업은 아세안 회원국의 기존 법령 및 규정은 물론 여타 개인정보 전송
메커니즘7)을 준수하여 안전한 국경 간 이전을 실현
• 계약서 상에서 MCC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수출업자(data exporter)'와 '데이터
수입업자(data importer)'의 책임과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음
③ 적용 원칙
▶ MCC는 다음과 같은 기본 프라이버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기술
•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수집, 활용 및 공개) 데이터 수출업자는 해당 데이터가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전송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보장
• (데이터 보호 조항의 기준선) 데이터 수입업자는 최소 데이터 보호 의무(예를 들어 목적
제한의 원칙(purpose limitation), 개인정보 최소화의 원칙(data minimisation), 정확성의
원칙(accuracy) 등)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
• (데이터 침해 통지) 데이터 수입업자는 데이터 침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관련 당국과
데이터 수출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④ 유형: ‘컨트롤러-프로세서 간 이전’ & ‘컨트롤러-컨트롤러 간 이전’
▶

(Module1,

컨트롤러-프로세서

간

이전)

데이터

수출업자가

데이터

프로세서인

하청업체나 벤더 등 데이터 수입업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해 활용하는 유형
• 데이터 수입업자는 데이터 이전 기업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
• 데이터 프로세서의 일반적인 예로서는 인사관리 서비스, 급여 관리자, 물류기업 또는
기타 써드파티(third-party) 기업 서비스 제공사 등이 있음
• 컨트롤러-데이터 프로세서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상업용 계약서에서 다음의
기본적인 계약 조항을 활용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은 ‘데이터 이전’과 ‘데이터 처리’ 가능

7) 행동 규약(code of conduct),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 Binding Corporate Rul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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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이전) 특정 목적에 따라 상업용 계약서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또 다른 사법 관리
영역(국가)으로 관련 데이터를 전송
- (데이터 처리) 데이터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처리 또는 제공
용도로만 데이터를 이전

그림1 _ 컨트롤러-프로세서 조항의 주요 특징

표3 _ 컨트롤러-프로세서 간 데이터 이전(Module1)을 위한 관계 예시
사례

온라인 배송/물류
§

인사/급여 관리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OnlineGoodies!가 말레이시아의 고객에게

§

국가의 조직을 대상으로 급여 처리를 담당하기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배송이 필요
내용

§

때문에 이름, 고용 기간, 급여, 은행 계좌 등의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 지역 배송회사인
RapidVans와의 계약을 통해 배송에 필요한
이름, 휴대폰 번호 및 배송 주소 등의 고객

직원 개인정보를 보유
§

§

RapidVans이 OnlineGoodies!를 대신하여

활용

데이터 처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양사는

근거

Module 1에 포함된 아세안 MCC 조항을 활용

HR Pros는 계약 관계를 체결한 기업들과 이전
받은 개인정보를 급여 관리 목적으로만 처리

개인정보를 제공

조항

자카르타 소재 HR Pros가 다양한 아세안

§

HR Pros는 계약 문서에 적시된 목적에
따라서만 고객 기업들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은 Module
1에 포함된 아세안 MCC 조항을 활용

▶ (Module2, 컨트롤러-컨트롤러 간 이전) 데이터 수입업자는 데이터 수출업자로부터 이전
받은 데이터를 고유의 목적대로 처리하며 이전과 함께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형
• 아세안 회원국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다른 회원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데이터 주체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이 마련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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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안전장치는 MCC와 같이 아세안 회원국들이 채택한 모델 데이터 보호 조항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데이터 수출업자는 본사가 위치한 각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로서의 일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함

표4 _ 컨트롤러-컨트롤러 간 데이터 이전(Module2)을 위한 관계 예시
사례

광고 데이터베이스 판매
§

국경 간 데이터 라이선스

캄보디아 의류 소매상인 Prime Fits는
라오스에서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라오스의

§

에이전시가 판매하는 고객 마케팅 데이터셋

신발 제조사인 Fancy Feet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구매 협상을 실시
§

Prime Fits는 새로운 마케팅 지역에서의 판매망

활용을 희망
§

희망하지만 경쟁사에게 해당 제품이 재판매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확보하여 이를 자사의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음

기존 마케팅 자료와 통합하기를 희망
§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활용
근거

데이터 프로세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의무로부터 해제
§

데이터셋이 전달될 경우 Fast Answer가 고객
데이터셋의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에

Prime Fits는 Fancy Feet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함으로써 양사는 지속적인 책임

조항

그러나 해당 광고 에이전시는 Fast Answer에게
이 마케팅 데이터셋의 사용권 판매를

확대를 겨냥한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

필리핀 소재 Fast Answer가 싱가포르 광고

데이터 수출업자는 판매 시점까지 데이터

§

데이터 컨트롤러로서, 광고 에이전시는

컨트롤러이며, 데이터 수입업자는 구입한

제8.1조에서 허용된 계약 변용(variance)

시점부터 데이터 컨트롤러 자격을 얻게 되므로

조항을 근거로 Fast Answer가 확보한 데이터의

양사는 Module 2에 포함된 아세안 MCC
조항을 활용

Fast Answer와 싱가포르 광고 에이전시는 모두

재판매에 대한 제약 단서를 부과할 수 있음
§

양사는 Module 2에 포함된 아세안 MCC
조항을 활용

•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 양 당사자들 사이의
MCC는 이를 근거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회원국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장치를 확보해야 함
- 데이터 수입업자가 또 다른 수입업자에게 재차 이전(onward transfers)하는 행위는 타
수입업자가 MCC를 준수할 때와 보호의 지속성이 담보되거나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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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컨트롤러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상업용 계약서에서 다음 조항을
활용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은 데이터 이전과 처리가 가능
- (데이터 이전) 특정 목적에 따라 상업용 계약서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또 다른 사법 관리
영역으로 관련 데이터를 전송
- (데이터 통제권 판매 또는 이전) 데이터 수입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 행사를
희망하는 당사자에 데이터 사본의 일괄적 판매나 이전

3. 국가별 입장 및 대응 전망

▶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개인정보 이전 촉진을 지향하는 DMF/MCC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담당 규제 기관의 설치와 개인정보보호법 마련 여부 및
상황에 따라 실제적인 자국법 적용에 대한 입장은 국가별로 편차가 존재
• 이미 개인정보보호 규제 기관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거나 입법 중인 국가들 중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은 DMF/MCC 대비 자국 규제를 우선시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반영할 것을 시사
• 반면, DMF/MCC를 주도한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아직 규제 기관 설치나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캄보디아, 태국 등은 적극적으로 제시된 조항을 자국법이나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최초로 MCC 이행을 위한 자체 지침8)을 발표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의 역내 확산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
표5 _ 아세안 국가별 DMF/MCC에 대한 입장과 대응 전망
국가

현황 및 입장
§

캄보디아

과제 및 전망

데이터보호에 특화된 법과 담당 규제 당국
부재

§

DMF/MCC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

인도네시아

§

DMF/MCC에 대한 적극적 지지

§

DMD/MCC의 실효성을 위해 자국법 및
규제 반영 필요성 공감

§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범죄
규제 부재

§

ICT 기술 기반 부족

§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비용 부담

§

가이드라인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

§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논의
과정에 DMF/MCC 반영 필요

8) PDPC, Guidance for use of ASEAN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Cross Border Data Flows in Singapore,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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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현황 및 입장
§

과제 및 전망

‘ASEAN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

조항으로 인해 DMF/MCC가 상충될

프레임워크’ 하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말레이시아

기본적으로 지지
§

사이버보안청(CyberSecurity Malaysia)이

가능성
§

하므로(4조), 통제 및 보안 표준 실행

운영 중

필요성 대두

개인정보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에서 DMF/MCC를 공식

필리핀
§

예) 컨트롤러 간 계약 시 데이터 침해의
잠재적 위기 수준에 대해 결정해야

사이버보안 전문 인증 프로그램 개발하여

§

자국의 현행 데이터보호법 보다 강화된

§

DMF/MCC의 비구속적 성격과 표준 충족

채택하기 전까지는 자발적·비구속적

여부에 대한 평가의 주관성으로 인해

가이던스로 활용

실제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

DMF/MCC에 대해 단순 권고안으로

§

간주하며 자국법과 상충되는 조항에

개인정보위원회는 필리핀 데이터보호법
하의 요구 사항을 보다 강조

대해서는 자국법 우선 방침
§

이니셔티브 주도국으로서 아세안 지역 내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싱가포르

§

§

아세안 내 다양한 국가들의 상이한

제도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호법 및 표준들과의 조화를

대안이라는 입장

이루기 위한 공통 규제 환경 조성 필요

DMF/MCC의 자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위한 최초의 가이던스 개발

§

DMF/MCC가 조직과 기업의 데이터 이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태국

§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이

§

태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의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GDPR에

설치되지 않아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입각하여 DMF/MCC 조항 준수 예정

관련된 원칙이나, DMF/MCC 실행을 위한
추진체 부재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승인이 이뤄진
상황으로 DMF/MCC의 정책 실행
우선순위는 낮음

베트남

§

DMF/MCC 및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조직과
기업에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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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아세안, 역내 데이터 이전을 위한 일관된 규제 체계 확립,
민간과 각국 규제 당국의 자발적 협력이 성공의 관건
▶ DMF와 MCC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데이터 관리 표준과 계약 조항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으로 개발된 가이드 문서
• 아세안 국가들은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DMF/MCC 문서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21년 말까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을 마무리할 계획
▶ 아세안 국가들은 동 이니셔티브들을 통해 신뢰성·투명성·책임성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디지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준비 태세 강화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설정
• 이로써 아세안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호환 가능한 데이터 관리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 여타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토대를 마련하게 될 전망
• 또한 이러한 목표는 이번 제1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 회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ASEAN Digital Masterplan 2025)9)’의 전략과도 일맥상통
▶ 그러나 비전적 목표와 협력 체계 설정에도 불구하고 DMF/MCC가 태생적으로 국가 간
협력에 기반한 비강제적 자율 규제라는 점은 실행에 있어 한계로 작용할 전망
• 즉, 가이드 문서의 효용과 가치는 민간 부문의 해당 문서들에 대한 적극적 수용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 단위에서 후속 정책을 통해 역내 일관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규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립할 때 발현될 수 있음
• 특히, 역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DMF/MCC의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국 규제를 우선 시 할 것으로 예상돼 DMF/MCC의 역내
규제로서의 견실한 위상 정립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9) ASEAN이 2021년 1월 22일에 발표한 전략으로,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와 모델 계약 조항의 채택에 따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함. 특히 이 마스터플랜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와 정보기술과 디지털 서비스의 생태계를 역내 비전으로 제시.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은 강력한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거버넌스 모범 사례와 더불어 균형 잡힌 원칙에 입각한 데이터 보호 규정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

- 11 -

제 3 호

Reference
1. ADGSOM, ASEAN Data Management Framework, 2021.1
2. ADGSOM, ASEAN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Cross Border Data Flows, 2021.1
3. ASEAN, ASEAN Framework on Digital Data Governance, 2018
4. Dataguidance.com, International: ASEAN DMF and MCCs: expectation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 Part 2, 2021.2.21
5. Dataguidance.com, International: ASEAN forges ahead with data management framework
and cross-border contractual clauses, 2021.2
6. Dataguidance.com, International: ASEAN publishes data management framework and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cross-border data transfers, 2021.1.25
7. Dataguidance.com, International: ASEAN releases 2025 digital masterplan,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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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주요국 정책 동향 분석

[ 목 차 ]

1. 배경
2. 주요국 정책 동향
(1) EU
(2) 미국
(3) 영국
(4) 캐나다
(5) 이스라엘
(6) 싱가포르

3. 결론 및 시사점

1. 배경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gulation) 제20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체 콘텐츠나 서비스 업체로의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도록 함
• GDPR 제20조는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 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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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동권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 간 개인정보의 간편한 이동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신규 서비스 진입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하여 기존의 금융, 의료, 통신기업 등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독점권 완화 가능
• 기존의 구글, 페이스북 등 IT 플랫폼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향상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다른 경쟁업체에 이동할 수 있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시장 지배를 완화하는 효과 발생
• 기업 간 개인정보의 간편한 이동과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기업의
출현으로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 기업과 신규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가능

▶ 반면, 개인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많은 콘텐츠 및 서비스제공업체들이 동일한 개인
정보를 경쟁적으로 이용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존재

▶ 최근 주요국에서는 GDPR에 따라 개인정보 이동권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이동권의
개념과 법률적 관점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미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20년1월 발효
- CCPA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별개의 권리가 아닌 열람권 일부로 간주하며, 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한 개인정보를 열람과 이전이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이동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쉬운 형태로 제공하며,
사업자는 언제든 개인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12개월 중 최대 2번으로 규정
• 미 공정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개인정보 이동성(data portability)의
이점과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고, 결과(Data To Go: An FTC
Workshop on Data Portability)10)를 공유(‘20.9)
- 워크숍 참가자들은 △개인정보 이동성을 통한 소비자의 이점과 개인정보 이동성과 공정
경쟁의 문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 및 완화 방안 △지역별·산업 분야별
개인정보 이동성 사례 등을 주제로 토론
10) FTC, Data To Go: An FTC Workshop on Data Portability, 2020.9.22.
KISA,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FTC의 데이터 이동성 워크숍 주요 내용」 (2020년 9월 4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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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는 워크샵을 통해 개인정보 이동성의 구현 과정에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며, 산업별 특성으로 단일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 이동성을
위한 법제 정비,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조직·기술적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고 발표
• 유럽규제센터(CERRE: Centre on Regulation in Europe)는 디지털 경제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이동성 보고서(Making Data Portability More Effective for the Digital
Economy)11)에서 개인정보 이동성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 제시(‘20.6)
- 효과적인 정책 시행과 법적 확실성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개인정보 이동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적 명확성 제고, 개인정보의 투명성 향상, 개인정보 이동성에 대한 현행
규정의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소비자가 언제든지 기존 디지털서비스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개인정보 및 비 개인정보를
적시에 자주 전송할 수 있도록 새롭고 비례적 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필요

▶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IT 기업들(Google, Facebook, Microsoft, Twitter, Apple)을 중심으로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 관련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DTP: Data Transfer
Project)12) 추진 중
•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이동성과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여 개인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을 목표로 함
• Google은 데이터 이동성 도구인 ‘Google Takeout’를 통해 Google의 고객들이 YouTube,
Gmail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 이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Google Takeout’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20.9)
- ‘Google Takeout’을 사용하여 Gmail, 드라이브, 포토 등을 포함한 70개 이상의 Google
제품에서 데이터 사본을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
• Facebook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Google 포토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송 도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제공(‘20.3)13)

11) CERRE, Making Data Portability More Effective for the Digital Economy, 2020.6
12)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DTP)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로, 2018년에
시작되어 웹의 모든 개인이 원할 때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데이터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성 플랫폼을 구축 추진, 2018년 7월 20일 Google에서 시작하여 이후 Facebook,
Microsoft, Twitter, Apple 참여
13) The Verge, Facebook’s new tool makes it easy to transfer photos and videos to Google Photos, 2020.4

- 15 -

제 3 호

• Apple은 iCloud에서 Google 포토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는 서비스 시작(‘21.3)14)
- Apple의 데이터 전송 기능은 현재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Apple 계정에서 다중 인증 필요

▶ 기술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구현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과
접속을 위한 기술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15) 프로토콜이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I 표준은 부재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PI 프로토콜로는 OAuth 2.0이 있으며, OAuth 프로토콜에는
데이터 컨트롤러(API를 제어), 정보주체(개인정보 접근자), 클라이언트(API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 등이 포함
• 아직 모든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구현을 위한 공통적인 API 표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통합을 위해서 기존 API 사용이나, 웹 스크래핑을 통해 각
서비스에 맞는 개별 솔루션을 활용
• 안전한 개인정보 이동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높은 안정성과 고성능을
갖추면서 개인정보 이동 편리성이 향상된 API 표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

▶ 국내에서도 ’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
•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 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국내의 경우 유럽의 GDPR과는 다르게 금융 산업에 특화된 신용정보법에만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이동권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EU,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최신(’20년 4분기 이후)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4) TidBITS, Apple Now Lets You Transfer iCloud Photos to Google Photos, 2021.3.11;
https://tidbits.com/2021/03/11/apple-now-lets-you-transfer-icloud-photos-to-google-photos/
15)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한 통신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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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정책 동향
(1) EU
▶ (PSD2) EU는 금융정보의 이동권과 보안성을 강화하여 핀테크 서비스 촉진을 목적으로
개정된 제2차 결제서비스 지침인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16)를 유럽 경제
지역 전반으로 적용 개시(‘21.1)17)
• PSD2는 은행 및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방식 지침을 표준화한 단일 통합 결제를
촉진하고 제3자 제공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책임성과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
• 동 지침에 따라 ’21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유럽경제권에서의 모든 온라인 결제에는
강력한 고객인증과 이동권 관련 추가적인 사항이 적용
- (투명성 요건) 가격, 고객권리, 금융보고 측면에서 투명성을 높이며, 유럽경제권 (EEA)에
하나 이상의 거래 당사자의 인터넷상 거래에 적용(’18.1부터 이미 적용)
- (보안성 요건) 강력한 고객인증 등 보안 사항을 규정하며,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침(‘21.1부터 신규 적용)
- (이동권 관련 기술 요건) 은행이 결제기관을 이용하여 계정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결제 시작을 허용해야 하는 기술적 요구사항 규정(‘21.1부터 신규 적용)
• PSD2는 고객의 결제계정을 관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계정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Open API를 통해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3자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고객은 SMS로 받은 비밀번호나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코드나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정보 식별자를 입력하여 결제확인 요청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음

▶ (의료정보 이동권) “디지털 의료정보 및 서비스 – 유럽 의료정보 공간(Digital health
data and services –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18) 이니셔티브 추진 중

16) 결제서비스지침(PSD)은 ‘09년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의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개발된
유럽연합 지침으로, 개정된 지침 PSD2는 ‘18년 1월 13일 처음 금융권을 중심으로 법안이 일부 적용된 이후, EU 역내
모든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을 ’19년 9월까지 기한을 설정했으나 이후 ‘20.12월까지 연기되어 ‘21년 1월 1일 자로
전체 요건이 적용 개시
17) Advapay, What is Payment Services Directive 2(PSD2)?, 2021.1.24.;
https://advapay.eu/what-is-payment-services-directive-2-psd2/
18) European Commission, Digital health data and services –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2021.3.28.(확인)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663-A-European-Health-Data-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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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집행위원회(EC)) 2019~2025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유럽 의료정보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창출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의료정보(전자의료기록, 제놈 데이터,
환자등록 데이터 등) 접근과 이동을 촉진하고, 의료정책 개발과 의료연구를 지원할 계획
- GDPR 제20조에 명시된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료정보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투명성에 기반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면서 유럽 의료정보 공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회원국과 유럽의 공중 보건, 치료, 연구혁신을 위한 의료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새로운 "유럽 의료정보 공간을 위한 공동 조치19)"를 통해 회원국 지원
•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및 데이터 교환 규칙, 데이터 품질, 강력한 인프라 및
상호운용성의 3대 중심축을 기반으로 유럽 의료정보 공간(EHDS) 추진
- 환자 정보의 안전한 전송(해외여행 시 포함) 및 의료정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 촉진
- 치료, 의약품, 의료기기 및 치료결과에 관한 연구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와 함께 연구, 정책 결정,
규제를 위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장려
- 디지털 의료정보 서비스 지원과 의료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과 책임 명료화
• ‘21년 2분기에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 등을 거쳐 ’21년
4분기까지 규정 마련을 완료할 예정

• (EU 사이버 보안원(ENISA)) ‘21년 1월 의료정보 이동권과 상호운용성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Cloud Security for Healthcare Services)20)” 지침을
발표하면서 17개 세부지침 중 하나로 개인정보 이동권과 상호운용성 관련 세부지침 제시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요청할 때 모든 의료정보를 산업표준 형식으로 제공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정보 이동 시 표준화되고 안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사용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구성요소와 응용프로그램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공개 API 지원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가상화
플랫폼과 표준적인 가상화 형식 사용

19) Joint Action for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20) ENISA, Cloud Security for Healthcare Services,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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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CCPA)에 이어 버지니아주가 개인정보 이동권이 포함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안(Senate Bill No. 1392)21)의 마련 및 상원 통과(’21.2)22)
• 동 법안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을 버지니아 법령에 추가하면서, 바이오인식정보,
정확한 위치 정보, 프로파일링, 민감한 정보, 표적 광고에 대한 정의를 포함
• 이 법안은 영 연방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영 연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서비스
생산과 연간 최소 100,000명의 소비자 정보를 통제 및 처리하거나, 최소 25,000명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 단, 주 정부 기관, Gramm-Leach-Bliley 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 HIPAA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TECH 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Act)의 적용
대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에는 다음 사항 포함
- 컨트롤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알 수 있는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 소비자 개인정보의 부정확성을 수정할 권리
- 소비자가 제공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 이동권
- 소비자가 표적 광고, 개인정보 판매, 프로파일링 목적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이 법안은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역할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구성하며,
법무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해 법 집행 책임을 짐
- 법무장관은 연방에 거주하는 개인을 대신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 집행의 독점적
권한을 지님
• 이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23년 1월부터 발효 예정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은 최근 소비자가 재무
기록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

21) General Assembly of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2021.4
22) National Law Review, Virginia Might Be the Next State to Enact a Privacy Law, 2021.2.18.;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virginia-might-be-next-state-to-enact-privacy-law#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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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PB는 금융정책기관, 산업계 등가 참여한 소비자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의 이점과 위험, 고려사항 등 논의(’20.2)’23)
• CFPB는 “소비자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Consumer Access to Financial Records)24) 규제
정책안을 사전 예고하고 관계자의 의견과 정보를 요청(’20.10.)(3개월간 진행)
-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때 해당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므로, 소비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금융서비스 이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자신의 금융계정을 관리하고 금융문제에 대한 통제력 강화 추진
- 소비자는 제3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금융정보에 접근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 반면,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은 소비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금융 정보
접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의견과 정보(경쟁적 인센티브, 표준 설정, 접근 범위; 소비자
통제 및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정확성) 요청함
• CFPB는 “연방 소비자 금융법에 관한 TF 보고서(Taskforce on Federal Consumer Financial
Law Report)25)”를 통해 유럽의 수정된 결제시스템지침(PSD2)과 같이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계정정보의 이동성 강화 권고(’21.1)

▶ 미국 보건복지부(HHS: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개인의 치료 및 참여를 지원하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료
보험 이동성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대한 개정안26) 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진행 중(~‘21.3)
• HHS는 ’20년 3월 병원 단위의 의료정보 이동권을 규정한 헬스케어 상호운용성 규칙27)을
마련하여 병원이 보유한 의료기록 전체를 하나의 소프트웨어 공급자에서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자로 이동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이후, 보건복지부는 HIPPA에 따른 환자 지원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정보 공유,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아 규칙 제정안 마련(‘21.10)
- HIPPA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변경사항에는 가치 기반 의료로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연방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HIPAA 개인정보보호 규칙조항 수정
23)
24)
25)
26)

https://www.consumerfinance.gov/about-us/events/archive-past-events/cfpb-symposium-consumer-access-financial-records/
CFPB,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Records, 2020.10
CFPB, Taskforce on Federal Consumer Financial Law Report, 2021.1
Federal Register, Proposed Modifications to the HIPAA Privacy Rule To Support, and Remove Barriers to,
Coordinated Care and Individual Engagement, 2021.1.21.;
27) CMS Interoperability and Patient Access final rule. 2021.3.18.;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Guidance/Interoperabilit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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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 영국 정부는 EU의 PSD2에 대응하여 금융 부문의 신규 진입기관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오픈뱅킹(Open Banking)28) 운영 중29)
• 소비자와 중소기업 소유자가 다른 은행 및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전 및 공유하고 기존 금융기관의 중개자 없이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을 추진
• 영국의 주요 은행 등으로 구성된 오픈뱅킹구현기관(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 OPIE)을 통해 ’18년 1월부터 고객과 중소기업이 현재 금융정보를 다른 제3자
제공업체와 안전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30)
- OBIE는 은행이 오픈뱅킹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API 사양(Specification) 설계, 보안과
전송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제3자 제공업체와 은행이 오픈뱅킹 표준을 사용하도록
지원 등 수행
- OBIE의 공개 데이터 API 사양은 읽기/쓰기 API 사양, 개방형 데이터 API 사양, 디렉토리
사양, 동적 클라이언트 등록 사양, MI 보고 사양의 5개 사양으로 구성
- OBIE는 정부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으며, 참여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공개 API를 이용한 금융정보 공유도 지속 증가
※ 지난 3년간(‘18~’20) 오픈뱅킹 운영을 통해 핀테크 기업 300사 참여, 250만 명 이상의 영국
소비자와 기업이 오픈뱅킹 지원 상품을 사용, API 호출량은 ’18년 6,680만 건에서 ‘20년에 거의
60억 건으로 증가31)

▶ 영국 국방부(MOD)는 GDPR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 – 정보 주체의 권리
(Data Protection: rights for data subject)32)” 가이드라인 제시(‘21.1)
• 개인정보에 대한 알 권리, 정보접근권리, 수정권, 삭제권, 처리제한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 권리 등에 대해 지침 제시
• 특히,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개인정보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한 방식으로
하나의 IT 환경에서 다른 IT 환경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이동, 복사, 전송하여 다양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획득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28) 영국 경쟁 시장 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2016년 영국의 9대 은행 등으로 구성된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를 설립하여 영국의 소매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표준 및 산업 지침 등 추진
29) Open Banking, https://standards.openbanking.org.uk/
30) Open Banking, https://www.openbanking.org.uk/about-us/
31) Open Banking, Three years since PSD2 marked the start of Open Banking, the UK has built a world-leading
ecosystem, 2021.1.13
32) Ministry of Defence, Guidance Data Protection: rights for data subjects, 2021.1.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ata-protection-rights-for-data-subjects/data-protection-rights-for-data-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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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동권은 다음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규정
- 개인이 국방부에 개인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가 동의 또는 계약 이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종이 파일은 제외)

(4) 캐나다
▶ 캐나다 연방 정부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하면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목표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대폭 변경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Bill C-11; 이하
법안 C-11)33) 도입 추진(’20.12)34)
• 새로운 법안 C-11은 새로운 요구사항, 명령, 벌금 및 개인정보보호 권리 포함
• 법안 C-11의 72조(Section)는 개인에게 개인정보 이동권을 제공하여 개인이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
- 개인의 요청에 따라 조직은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지정한 조직에
가능한 신속히 제공하도록 규정
- EU 법률(GDPR)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CCPA), 캐나다 퀘백주 법률(Bill 6435)) 등과
마찬가지로 법안 C-11의 개인정보 이동권은 △ 개인의 개인정보 통제력 강화 △ 정보
이동을 촉진하여 경쟁 장려, 개인의 서비스 제공자 변경 용이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제정 추진
• 법안 C-11의 적용대상은 모든 개인정보나 기관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거나, 반대로
협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새로운 개인정보 이동권이 다음과 같은 불명확성을 지님
-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만 적용(즉,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미적용)
- 공개 및 수신 조직이 법안의 개인정보 이동성 체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
- 법안 C-11은 개인정보 이동 체계 대상으로 특정 조직 또는 부문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안 C-11은 독점 또는 기밀 상업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예외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공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일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이동 범위에서 제외 가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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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Digital Charter Implementation Act,
2020(“Bill C-11”).
34) Fasken, Bill C-11 – Data Mobility: Another Step Towards the GDPR, 2020. 12.14;
https://www.fasken.com/en/knowledge/2020/12/15-bill-c-11-data-mobility-another-step-towards-the-gdpr/
35) 캐나다 퀘백주에서 ‘20년 6월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 개인정보 이동권에 사항을 포함;
https://www.fasken.com/en/knowledge/projet-de-loi-64/2020/06/accu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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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법안 C-11은 GDPR과 달리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해 개인정보 접근권리나 폐기 요청
권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두지 않음
- 법안 C-11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예: 웹사이트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행 요약)에 언급되는 이동권을 요구하지 않음
- 법안 C-11은 개인정보 이동성을 별도의 권리가 아닌 개인정보 접근 권한의 향상된 버전으로 취급

▶ 캐나다의 법안 C-11의 법률이 제정되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관련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개인정보 이동권 체계의 적용대상 조직들은 새로운 절차를 구현하고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새로운 기술 채택이 필요
•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된 법안 C-11 입법화 진행 중에 신기술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은 공통 파일형식(예: CSV)으로 데이터 추출을 쉽도록 지원함으로써, 향후 법안
C-11이 제정될 경우 규정준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5) 이스라엘
▶ 이스라엘 개인정보보호 당국, 독점금지 당국, 소비자 보호 당국은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법적 권리 설정을 권장하는 공동의견서 발표(’21.1)36)
• 이스라엘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독점금지, 소비자 보호의 3개 당국은 개인(정보 주체)들이
다른 제3자의 전송과 이용을 허용하고, 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 사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당국들은 개인정보 이동권이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개인정보 이동권이 개인의 신뢰를 향상하고,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당국들은 개인정보 이동권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와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
- 당국은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정
부문에서 개인정보 이동성에 대한 표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
36) Pearl Coheh, Israeli Authorities Recommend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Right to Data Portability, 2021.1.31.,
https://www.pearlcohen.com/israeli-authorities-recommend-the-establishment-of-a-statutory-right-to-data-por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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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2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DPA)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력 강화, 혁신적・경쟁적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포함된 PDPA 개정내용을 통과시킴(’20.11)
• 합법적 이익과 같은 동의 기반 처리에 대한 새로운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이전 법률의
동의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규정 도입
•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 개인정보침해 보고 의무 추가
• 징역형 등 법률을 위반한 개인과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집행 권한 강화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DPA)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 데이터 이동 및 전송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를 표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동
요청(data porting request), 이동 조직(porting organization), 수신 조직(receiving
organization) 등 새로운 용어를 도입
• 개인정보 이동 요구사항은 이동 요청을 받기 전에 이동 조직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만
적용(이동 요구사항은 개정된 법이 시작되기 전에 수집된 데이터에 소급 적용)
•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신 조직에 직접 전송하도록 이동 조직에 요청할 수 있음
- GDPR 및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과 달리 싱가포르의 PDPA의
개인정보 이동성에는 개인이 이동 가능한 형식으로 개인정보 사본을 획득할 수 있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음
- 이동 조직은 개인정보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정보
요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싱가포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
• 동 법은 △개인정보 전송이 개인이나 제3의 안전,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
국가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원회가 이동 조직의 전송 금지 지시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송을 금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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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조직이 요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이동 조직은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개인에게 거부 사실 고지(이러한 개인정보 이동
요구사항은 다른 서면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개인정보 이동 요청을 통해 제3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동 조직이 기밀성, 기타 제한
또는 전문적 행동규칙에 관한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
•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동성 의무 외에도 이동 조직은 개인정보 이동 요청에 지정된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사본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
• 이동 조직이 싱가포르에서 개인정보를 저장, 처리 또는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이동성 의무가 해당 개인정보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함

3. 결론 및 시사점
▶ EU GDPR로 촉발된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간편한 이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면서,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 강화 추진 중
• EU는 2차 결제서비스 지침(PSD2)을 유럽경제지역 전역에서 ‘21년 1월부터 고객인증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의료분야에는 유럽 의료정보
공간(EHDS) 이니셔티브를 통해 의료정보의 이용과 공유를 장려하는 동시에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 강화 중
• 미국은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사항을 담은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CCPA.
’20.1월

발효)에

이어서

버지니아주에서도

개인정보

이동권이

포함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상원 통과(최종 제정되면 ‘23.1월 발효 예정)
- 금융 분야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중심으로 소비자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추진 중이며, 의료분야에는 보건복지부(HHS)에서
의료정보 이동성을 담은 HIPPA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정 추진 중
• 영국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EU의 PSD2에 대응하여, 오픈뱅킹 체계를 운영하면서 공개 API
사양을 개발하고, 금융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중이며,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부(MOD)가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정보 주체 권리 가이드라인 마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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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캐나다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안(Bill C-11)을 마련 (’20.12), 이스라엘은 관계 당국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공동의견서 발표(’21.1), 싱가포르는 개인정보보호법(PDPA)
개정안 마련(’20.11)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정책과 법제 추진 확산

▶ 법 제도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동시에 개인정보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 필요
•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 기관과 진흥기관,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시민사회 등의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정보 이동성 관련 범위와 정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 향상 가능
• EU,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담은 새로운 법제 마련 추진 중
•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이동권이 금융 산업에 특화된 신용정보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이동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

▶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적합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API 표준 도입 필요
• 원활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API 표준은 개인정보 관련 기관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데이터 표준 API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금융
분야의 API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있으나, 향후 비금융 분야까지 개인정보 이동권 확대,
해외기관과의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확장성・보안성이 강화된 API 표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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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터넷광고협회(IAB)의 서드파티 쿠키 현황과
잠재적 대안 보고서 주요 내용

[ 목 차 ]

1. 개요
2. 서드파티 쿠키 퇴출 요인과 배경
3. 서드파티 쿠키 퇴출 영향 및 잠재적 대안
4. 결론 및 시사점

1. 개요
▶ 유럽 인터넷광고협회(IAB Europe)37)는 서드파티 쿠키(third party cooke; 제3자 쿠키)의
현황과 잠재적 대안을 개괄한 <Guidance to the Post Third-Party Cookie Era>
보고서를 발행(2021.2)
- Google 과 Apple의 서드파티 쿠키의 퇴출38)은 온라인 광고업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동 보고서는 △서드파티 쿠키의 퇴출이 온라인광고 각
부문 및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서드파티 쿠키의 부재가 온라인광고 캠페인의
집행에 미치는 영향 △서드파티 쿠키 대신 활용 가능한 솔루션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업계 솔루션의 종류 및 개발 주체’ 등을 소개하며 업계 공동의 대안 확보 노력을 요청
• (시장 퇴출 앞둔 서드파티 쿠키) EU GDPR의 확산으로 인해 서드파티 쿠키를 활용하기가
종전보다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요 브라우저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서드파티
쿠키에 대한 지원을 이미 중단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

37) 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Europe: 유럽 지역 차원의 디지털 광고 관련 업계(미디어, 마케팅, 애드테크 등) 연합. 유럽 27개 국가별
IAB의 연합기구로서 총 5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38) KISA,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와 모바일 광고 시장 변화 이슈」(2020년 9월 월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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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_ 서드파티 쿠키의 개념과 역할
구분

내용
• 쿠키(cookie)는 누가 심느냐에 따라 퍼스트파티(first-party) 쿠키와 서드파티(third-party) 쿠키로

개념

나뉘는데, 퍼스트파티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심는 것이고 서드파티 쿠키
는 제3자인 외부 업체가 심는 것임

• 기본적으로 쿠키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아주 작은 용량의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설정과 기존 이용 내역에 대한 일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서비스나
광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활용됨
• 즉, 애드테크 입장에서는 서드파티 쿠키를 기반으로 여러 웹사이트에 걸쳐 이용자의 행동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데, 일례로 이용자가 쇼핑 사이트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면 해당 정보는 그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 이후에도 광고 타케팅에 반영됨
역할
• 서드파티 쿠키는 이 같은 리타겟팅(retargeting) 기법 외에도 광고 송출 빈도를 제한 (frequency
capping)하거나 광고별 최적 노출 순서를 결정(Ad sequencing)하는 데도 활용됨
• 따라서 서드파티 쿠키는 광고 효과 증대와 더불어 소비자 경험 개선에도 일조해왔다는 것이
IAB Europe의 설명인데,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하로 광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광고비 과다 지출을 막는 동시에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로감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온라인광고 업계는 대안 모색 초기 단계) 서드파티 쿠키의 퇴출은 온라인광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나 그에 대한 업계의 준비 수준은 아직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IAB Europe이 온라인광고 업계 관계자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4분기 중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서드파티 쿠키의 대안 모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은 5점 척도 기준으로 4점 이상을 선택(4점 28.30%,
5점 47.17%)
- 이 같은 위기감과는 대조적으로, ‘포스트 서드파티 쿠키 시대에 대비해 귀사는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는가?’ 문항에서는 4점 이상을 택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7% 남짓에
불과해 2점 이하를 택한 비율보다 오히려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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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_ 포스트 서드파티 쿠키 시대에 대한 업계의 준비 상태 자가 진단39)

2. 서드파티 쿠키의 퇴출 요인과 배경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변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일종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규제하는
법규가 신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 분야에서도 쿠키 활용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짐
• 대표적으로 EU는 GDPR(Regulation 2016/679)과 e프라이버시지침(Directive 2002/58, 이하 e-PR)
등을 근거로 쿠키 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으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출 것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요구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관련 판례(Case C-673/17)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통신 단말기에 저장되는 정보는 ‘어떠한 종류든(즉, 개인식별정보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따라서 해당 정보처리가 필수성 등 여타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성격일 경우, 사업자는 그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의 동의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다는
뜻을 진술 혹은 명확한 긍정 행위를 통해 정보주체 스스로 자유롭게, 정보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한 의사 표시’여야 함(GDPR 제4조제11항)
- 즉, 미리 체크박스 등을 동원해 획득한 동의(부작위에 의한 동의)나 쿠키의 유효기간 및 제3자의
쿠키 정보 접근 가능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얻어낸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없음

39) https://iabeurope.eu/wp-content/uploads/2021/02/IAB-Europes-Updated-Guide-to-the-Post-Third-Party-Cooke-Era-February-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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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는 GDPR과 유사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LGPD(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를
제정해 2020년 9월부터 시행 중이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CCPA(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를 필두로 각급 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이 같은 법제 변동이 광고 관련 업계의 쿠키 활용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이용자의
웹상 활동을 추적하면서 다양한 법적 요건까지 충족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브라우저의 게이트키핑) 2020년 1월, Google이 자사 Chrome 브라우저에서 향후 2년 내에
서드파티 쿠키 지원을 중단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Chrome의 압도적인 시장 입지를
고려하면 이는 광고업계 입장에서 근래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음
• 웹 트래픽 분석사이트 StatCounter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Chrome의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플랫폼 통산(PC, 모바일, 태블릿) 63.59%에 달하며, 이는 여타 웹브라우저 전체를
합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광고 노출이 Chrome에서 발생한다는 의미

그림2 _ 웹브라우저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20.2 - ’21.2)40)

• 게다가 나머지 브라우저들 중에서 비교적 시장 입지가 큰 Apple Safari(19.41%), Mozilla Firefox
(3.76%), Microsoft Edge (3.41%) 등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이미 서드파티 쿠키의
활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한 상태
- 선발 주자인 Apple은 브라우저 내 머신러닝 기반의 ‘ITP(Intelligent Tracking Prevention)’ 기술을
2017년 6월부터 일찌감치 Safari에 적용해 이용자가 자주 찾지 않는 사이트의 쿠키를 자동 삭제
및 차단함으로써 서드파티 쿠키 대부분을 사실상 무력화
40) https://gs.statcounter.com/browser-market-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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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zilla는 이용자 설정(보통, 엄격, 커스텀)에 맞춰 서드파티 쿠키 등을 자동 제한하는
ETP(Enhanced Tracking Prevention) 기술을 2019년 6월부터 Firefox에 본격적으로 활용(신규
설치 시 디폴트로 활성화)하기 시작했고, Microsoft 역시 그와 유사한 MTP(Microsoft
Tracking Prevention)‘ 기술을 2020년 1월부터 Edge에 공식 적용

그림3_ Firefox의 서드파티 쿠키 차단율(‘19년 제20주 - 제45주)41)

• 즉, 이런 상황에서 Google마저 Apple 등과 유사한 노선을 택한다면 광고업계로서는 서드파티
쿠키의 활용 여지 자체가 거의 완전히 봉쇄되는 셈
- 이와 관련, Google은 서드파티 쿠키를 대체할 일련의 개방형 표준을 개발(이른바 Privacy Sandbox
Initiative)해 ‘개별 이용자의 행동을 추적하지 않으면서도 맞춤형 광고는 가능’한 환경을
조성42)하겠다는 입장이나, 애드테크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43)이 서드파티 쿠키를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광고 차단 프로그램의 확산) 웹 페이지에서 광고를 제거하고 트래킹 스크립트를 차단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이미 다수 존재하며, 근래 들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핵심 기능이 브라우저에
아예 자체 탑재되고 있는 추세
• 일반적으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URL 블랙리스트(Firefox ETP의 disconnect.me, Adblock Plus의
easylist.to 등)를 기반으로 동작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웹사이트 로딩 속도 개선(모바일
단말에서는 결과적으로 배터리 및 데이터 절약도 가능)뿐만 아니라 멀웨어 차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41) https://gs.statcounter.com/browser-market-share
42) https://www.cnbc.com/2021/03/03/google-says-it-wont-track-you-directly-in-the-future-as-it-phases-out-cookies.html
43) Google 측은 일단 ‘FLoC(Federated Learning of Cohorts)’이라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예정인데, 이를 활용하면 이용자들을
검색 패턴별 그룹으로 분류해 그 각각에 적합한 광고/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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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 바이러스 탐지 프로그램들 역시 트래픽 필터링이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광고 차단기 역할도 겸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애초에 광고 제어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해당 행위를 비활성화하거나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3. 서드파티 쿠키 퇴출 영향 및 잠재적 대안

▶ (광고 검증 및 효과 측정) 쿠키가 없는 시대에도 광고 측정 및 검증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준비는 이미 시작된 상태
• 광고 검증(Ad Verification)이란 봇을 동원해 클릭 혹은 설치 수를 부풀리는 등의
부정행위(Ad Fraud)를 방지하는 프로세스인데, 원래 이 부문은 쿠키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드파티 쿠키가 없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
- 다만 광고검증 업체의 고객사 입장에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서드파티 쿠키에 의존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측정(Measurement) 부문의 경우, 서드파티 쿠키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에 기반한 노출
식별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광고주 니즈와 기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동원 가능
- 예를 들어, 측정 업체는 개별 퍼블리셔(publisher: 광고 인벤토리44)와 더불어 자체 콘텐츠도 보유한
언론사 등을 지칭)와 제휴를 통해 광고 응답률을 산출하거나 미디어 소비 설문을 통해 광고 노출
확률을 도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병용할 수도 있음
- 통제된 실험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맥락(인플루언서 참여 여부 등)에 걸쳐 콘텐츠의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각종 데이터세트(설문 결과, 매출, 미디어 지출/전달 데이터 등) 기반의 고급분석을
통해 광고 캠페인의 영향(혹은 ROI)을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A/B 테스트(예를 들어 단 하나의 개선 요소만을 반영한 새 버전과 원래 버전
사이에서 전환율의 차이를 비교) 같은 틀도 활용해볼 여지가 있으며, 단일 사이트 분석 시에는
해당 퍼블리셔와 제휴를 통해 실제 라이브 환경 내에서 이용자 투표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음

▶ (정보주체 식별) 서드파티 쿠키가 사라질 경우, 개별 정보주체에 대한 맞춤 타겟팅 및
광고 노출 빈도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마케팅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광고주 입장에서 퍼블리셔 인벤토리의 활용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
44) 인벤토리(Inventory):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流動資産)으로 판매 또는 생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화(財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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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발행된 Google 보고서45)에 따르면 서드파티 쿠키가 사라질 경우 퍼블리셔 광고
수익이 전체적으로 53% 가량 급감할 전망
• 이에 광고 관련 업계에서는 서드파티 쿠키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식별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광고주들이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데이터에 이미 확보해 둔 고객 이메일 주소의 경우 쿠키보다 지속성이 훨씬
뛰어나면서도 플랫폼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사이트간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CRM 데이터에 대한 해시처리 등 클리닝(Data
Cleaning) 작업에는 추가적인 자원이 소요됨
• 통신사업자들의 신원 인증 시스템을 광고 경매에 접목하거나 여러 종류의 식별자를
이용자별 모듈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도 향후 활용 여지가 있으며, 업계 일각에서는 각
웹사이트들의 퍼스트파티 쿠키를 기반으로 개별 이용자에게 사이트간 공유 식별자를
할당하는 컨소시엄형 프로젝트(Ozone Project 등)도 진행되고 있음

▶ (맥락 타겟팅) 맥락 타겟팅(Contextual Targeting)은 이용자의 콘텐츠 취향이나 검색
내역이

아닌

콘텐츠의

맥락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시될수록 기존 쿠키 기반 타겟팅의 잠재적 대체재로서 매력도를 높여갈 전망
• 소비자들은 프라이버시에 이미 민감해진 상태인데, 일례로 광고 검증업체 ‘Integral Ad
Science’가 영국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20년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비율이 전체의 94%에 달했음46)
• 맥락 타겟팅은 신문이나 TV 같은 올드미디어를 통해 이미 유효성을 검증 받은
광고기법이며, 오늘날 온라인 환경에서는 고급 통계 기법, 머신러닝, 의미분석 등을 통해
콘텐츠 주제뿐만 아니라 해당 웹페이지 내용의 맥락까지 반영하는 정밀 타겟팅이 가능

표2 _ 맥락 타겟팅 활용 시 유의사항(예시)
구분

내용
• 상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정보주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뿐만

적절한 조건 설정

아니라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맥락형 솔루션을 선택하고 주요
잠재 고객층의 성향 분석 결과를 반영해 조건을 설정해야 함

45)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disabling_third-party_cookies_publisher_revenue.pdf
46) https://insider.integralads.com/uk/context-matters-new-uk-consumer-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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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예를 들어 아웃도어 의류 광고는 캠핑이나 하이킹 같은 아웃도어 활동 관련 콘텐츠
뿐만 아니라 자연 다큐멘터리, 여행 가이드, 바비큐 레시피, 요가 블로그, 개 훈련
관련 콘텐츠 주변에 배치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적절한 조건 설정

• 즉, 브랜드 특성에 맞춰 고객의 니즈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브랜드 에쿼티 형성에 유익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음(예를 들어 어느 유명인이 브랜드를 칭찬했다면 해당 광고를 그
사람과 연관된 콘텐츠에 배치)
• 자동차 사고를 전하는 보도 기사 옆에 미니밴 광고를 배치하거나 테러단체의
조직원 모집 영상에 맥주 광고를 붙이는 등의 부적절한 광고 노출은 브랜드 이미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기 쉬움

브랜드 보호

• 컴퓨터비전 관련 인공지능 업체 GumGum이 미국의 광고 관련 업체(광고주,
대행사, 미디어)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시행한 설문조사47)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가 이 같은 브랜드 세이프티(brand safety) 이슈에 직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 경험이 복수라는 응답도 52%에 달했음

• 맥락 타겟팅을 지원하는 파트너를 활용해 맞춤형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확보한다면
외부 파트너 활용

최신 콘텐츠 트렌드에 즉각 편승해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서드파티 쿠키 퇴출의 배경에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이 깔려 있으나, 광고업계가 그 대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빅테크의 시장 입지만 더욱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빅테크의 고유 플랫폼들은 방대한 규모의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광고
타겟팅이 가능하며, 어차피 서드파티 쿠키에 의존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처럼 광고 영업이 가능
• 반면, 개방형 RTB(Real-time Bidding) 시스템 이용하는 일반 퍼블리셔들은 서드파티
쿠키의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광고 타켓팅/효과측정/빈도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광고 인벤토리의 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음

47) https://insights.gumgum.com/hubfs/The%20New%20Brand%20Safety%20Crisis_FINAL_1-19-18b%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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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난다면, 광고주와
퍼블리셔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IAB
Europe의 견해
- 온라인광고 산업은 미국 기준으로 Google과 Facebook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플레이어간 불균형이 이미 심각한 상황
-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경우, 퍼블리셔들의 콘텐츠 제작 활동이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었던 웹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 또한 광고주 입장에서도 극소수 메이저 플랫폼에 광고 예산 대부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광고의 도달 범위 측면에서부터 일단 바람직하지 못함(즉, 메이저 플랫폼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주체는 커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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