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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개요
(1) 프랑스 CNIL은 노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용, 주거, 사회복지, 의료복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채택(‘21.3.11)
(2) 동 기준은 GDPR의 시행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전의 기준들을 GDPR 규정에
따라 업데이트

2. 주요 내용
(1) 동 기준은 ▲적용 대상 ▲적용 범위 ▲개인정보 처리 목적 ▲법적 근거 ▲해당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수령인 ▲저장 기간 ▲개인정보 처리의 고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안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아동 보호 관련 개인정보 처리나 재산관리, 파산, 후견 등에 따른 법적대리인에 의한
성인의 개인정보 처리는 각각의 기준을 마련 중인 관계로 동 기준에서는 제외됨

3. 결론 및 시사점
▶ 동 기준은 GDPR의 규정을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해당 분야 관계자들에게 실용적인 법적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1. 개요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은
노령자, 장애인, 취약계층1)의 수용, 숙박,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채택(‘21.3.11)
• 동 기준은 GDPR의 시행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전의 기준들을 GDPR 규정에 따라 업데이트

1) 재정난, 구직, 주거불안정, 망명 등 다양한 문제와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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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노령자, 장애인, 취약계층의 수용, 주거,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자동화 또는 비자동화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행하는 컨트롤러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는 ▲GDPR,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Loi informatique et libertés)2),
▲사회복지가족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CASF)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CSP)이 있음
• 단, 아동 보호 관련 개인정보 처리나 재산관리, 파산, 후견 등에 따른 법적대리인에 의한
성인의 개인정보 처리는 각각의 기준을 마련 중인 관계로 동 기준에서는 제외

(2) 적용 범위
▶ 동 기준은 노령자, 장애인,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차원에서 관련 기관이
흔히 시행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며, 이러한 기관과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의무 기관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법적 강제력이 없어 기관들이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 기준에 예외를 둘 수 있으나,
그 당위성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3) 개인정보 처리 목적
▶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관련 개인정보 처리는 6가지의 목적을 위해 시행될 수 있으며,
기관의 임무 및 활동의 성격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➀ 기관과 정보주체(또는 법적 대리인)간 체결된 계약에서 정의한 서비스 제공과 정보주체의
행정문서 관리(진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약 관리, 가족 면회 관리 등)를 위한 처리
➁ 법정 복지 수당 및 선택적 복지 수당에 대한 수급 개시를 위한 심사 및 관리를 위한 처리

2) 정식명칭 : 정보기술,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자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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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사회복지가족법 제L.311-3조에 기초하여 정보주체의 생활습관, 특수한 요청 및 필요성,
육체적·정신적 자립도에 따른 맞춤형 사회복지와 의료복지 계획을 구현하고 ▲정보주체를
담당할 수 있는 유관 조직으로 안내하기 위한 처리
➃ 공중보건법 제L.1110-4조와 사회복지가족법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 연계 및
연속성 유지와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사회복지, 의료복지, 진료보조기관 간의 꼭 필요한
정보 공유
➄ 시설·서비스·기관의 행정·재정·회계 관리를 위한 처리
➅ 사회복지가족법 제R.331-8조 및 관계 조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심각한 기능장애나 건강, 안전
또는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관할기관에서 사전에 익명화한 정보의 재조합 또는
통계, 내부조사, 활동 및 서비스의 질과 수요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처리
▶ 수집된 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양립 불가능한 목적을 위해 재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용도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에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함

(4) 법적 근거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GDPR 제6조(처리의 적법성)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컨트롤러가 처리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숙고하여 법적 근거를
결정해야 함
• 이러한 법적 근거는 정보주체의 일부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속함
▶ CNIL은 전술한 6가지 처리 목적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각 기관들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것과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문서화할 것을 권고
• 해당 기관이 민간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에 따라 같은 목적을 지닌 처리라 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에 기초해야 함
- 예를 들면, 정보주체의 행정 관리 관련 처리는 민간기관의 경우 적법한 이익,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적 임무 수행을 법적 근거로 선택
• 특히, 동의를 법적 근거로 활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분별력 손상 시 동의의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
-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한
동의를 수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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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유형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6가지 목적을 고려했을 때 10가지 개인정보
유형이 적합

표1 _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유형과 예시
개인정보 유형

예시
• 이름, 성별, 주소, 메일주소, 전화번호, 출생지, 생일, 사진
- 사진은 처리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예 : 노령자요양시설에서 직원의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대상 또는
법적 대리인의 신원 확인 정보

감시를 벗어난 입소자의 신원 확인 목적)
•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급자 또는 가입자 번호
• 사회보장번호(단, 2019년 4월 19일 최고행정법원 명령 제2019-341호에서 규정
한 조건에서만 가능)
• 국적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프랑스인/EU/비EU 국가’의 형태로 수집
• 가족 구성원, 아동 보호를 위한 부양 자녀의 신원, 시설에서의 일상생활 조정에

사생활 관련 정보

필요한 생활습관(식습관, 신체활동, 수면시간 등), 관심사, 구사 언어(통역이 필요
한 경우)

정보주체의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직업 이력

• 교육, 고용, 직업훈련 및 자격 상황
• 수입, 부담금, 대출, 부채 상황

금전적 생활 환경 관련 정보

• 재정 지원에 필요한 경우 보유 계좌 목록, 개설일, 결손액 등
• 사회복지수당 및 혜택 수급 상황 : 금액, 유형, 수급자번호 등

사회보장 관련 정보
은행 계좌 정보
(수당 지급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평가
지원의 유형과 시행된 조치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에 협력하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정보와 연락
가능한 측근
온라인상의 지원을 위한 신원 확인
정보

• 관련 기관, 가입된 사회보장제도, 수급권
• 은행계좌 명세서
• 정보주체가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평가
• 노령자 또는 장애자의 경우, 자립도 상실 또는 장애의 심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상황 평가
• 개입 영역, 지원 조치 내역, 목표, 과정, 유지 관리 및 후속 조치 관련 정보 등
• 이름, 신분, 소속기관, 기관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전문간병인 또는 간병을 하는
정보주체의 가족이나 주치의 전화번호 등
• 정보주체가 혼자 힘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ID와 비밀번호를
받아둘 수 있음(예: 정보주체가 이동할 수 없거나 인터넷 액세스가 없는 경우)
- 이 때, 정보주체와 복지 종사자 간 위임계약이 체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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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번호, 민감정보, 형사 처벌 및 위반 정보는 민감한 성격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며, 법에서 규정한 조건 하에서만 수집 및 처리 가능
• (사회보장번호) 보건 종사자 또는 사회보장기관, 공제기관, 지역장애인센터(Maisons départementales
pour l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에 의해서만 기록이 가능(2019년 4월 19일 최고행정법원
명령 제2019-341호)
• (국가건강보험정보) 국가건강보험정보는 관련 종사자, 시설, 부서 또는 기관이 보건 또는 의료복지
수혜자 또는 대상자의 건강정보와 행정정보를 자연인 신원등록부에 등록하거나 검색할 때에
한하여 사용(공중보건법 제 L.1111-8-1조 및 제 R.1111-8-1조)
- ▲ 공중보건법에서 규정한 예방 및 치료 수행 조건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부서, 시설,
종사자(자유직종 보건종사자, 보건시설 등) ▲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 및
노령자복지시설(노령자요양원, 지역장애인센터 등) ▲ 공중보건법 제L.1110-12조에 따른 치료팀을
구성하며 이용자의 보건 또는 의료 복지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만 국가건강보험번호 사용을 허용
• (형사 처벌 및 위반 정보) 형사 처벌, 위반 및 부차적 안전조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6조 규정을 준수할 시에만 처리 가능
• (민감정보) 민족 또는 인종 정보, 정치적 의견, 종교·철학적 신념, 유전 정보, 생체 정보, 건강 정보
또는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 관련 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GDPR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집
및 처리가 불가능
* ①간호, 치료, 진단, 예방의료 등의 시행이나 각종 의료서비스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필수적인 경우. 이때 그 정보의 처리는 의료인 혹은 해당 정보처리를 업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 의해 시행돼야 함(유출시킬 경우, 직업적 기밀 유지에 관한 법위반에
해당), ②장애가 있거나 자율성을 상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된 복지혜택 전달에 해당 정보가
필수적인 경우(즉, 장애를 전제한 지원금은 당사자의 장애 상황을 입증할 정보가 있어야만 지급
가능)

(6) 수령인
▶ 임무 또는 직무의 일환으로 처리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
• 일반적으로 접근 권한은 기관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추적할 수 있어야 함(본 보고서의 (10) 보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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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개인정보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
•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당사자 또는 가족의 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
• 개인정보 처리를 시행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수행 시에만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을 하도록 엄격하게 제한
• 위탁받은 개인정보 전체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지원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제공
• 법규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개·제공

▶ (수령인) GDPR은 수령인을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기타 기구’으로 정의
• 컨트롤러는 모든 개인정보 제공·공개를 시행하기 전에 ▲ 제공·공개의 정당성과 적합성 ▲ 제공된
개인정보가 정당하고 적합한지, 목표보다 과도한지는 않는지 확인
▶ (프로세서) GDPR은 프로세서를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기타 단체’로 정의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세서만을 이용해야 하며, 처리의
특성 및 계약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여러 의무를 책정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GDPR 제28조)
▶ (제3자) 법적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이 특별 임무 또는 정보 공개권 행사를 위해
정보의 공개·제공을 요청할 경우, 컨트롤러는 이러한 권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만을 전송
• 법에 이러한 개인정보의 목록이 없는 경우, 정보 공개·제공의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공
▶ (EU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 GDPR제44조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가능한 조건을 규정
• ▲이전을 받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적정성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 정보보호 표준 조항, 행동 지침 또는 CNIL이 승인한 인증제도를
근거로 하는 경우 ▲CNIL이 사전에 허용한 추가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경우 ▲GDPR 제49조에서
규정한 예외사항 중 1가지에 속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가능

(7) 보유 기간
▶ 보유 기간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유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간
결정 시 기준은 정보주체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에 속함
▶ CNIL은 원칙적으로 노령자, 장애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를 위해 수집·처리된
개인정보의 경우, 활성 데이터베이스(base active)에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것을 권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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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컨트롤러가 법적 의무(예 : 회계, 납세 관련 의무)가 있거나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시효 또는 시효에 의한 권리 상실 시까지 중간 아카이브(archive intermediaire)에
개인정보 보유 가능

표2 _ 개인정보 처리 유형에 따른 보유기간 예시
개인정보 처리 유형

활성 데이터베이스 보유기간

개인자립수당/ 사회주거수당

• 수급권 소멸 후 6년

관련 처리

• 분쟁 관련 최종 판결 후 6년

취업센터 및 지방 의회간의

• 활동연대수당(RSA) 수급자 지원을

정보 교환

위한정보 교환 후 최대 2개월

중간 아카이브 보유기간
• 수급자 통계 표본 또는 수급자 정보 공개
목적으로 익명화하여 6년 이상

• 취업센터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년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다른 저장
포용적 이동성 카드

• 카드 만료기간으로부터 5년

매체로 개인정보를 옮겨 개인정보 처리
중 저장된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보안 환경에서 10년
• 정보주체의 마지막 체류일로부터 20년

의료 복지 관련 의료 문서

• 정보주체와의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2년

- 정보주체의 마지막 체류일로부터 10년
안에 정보주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0년

(8) 개인정보 수집·처리 시 고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은 GDPR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
• (필수 고지 사항) 처리의 유무와 처리의 성격(컨트롤러 관련 정보, 처리의 목적),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정보 제공
• (고지 방식) CNIL은 일반적으로 고지 내용과 시점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서면 고지와 동시에 구두로
고지하는 것을 권고

3) CNIL은 활성 데이터베이스, 중간 아카이브, 최종 아카이브의 3단계로 개인정보 보유 주기를 나누는데, (1)개인정
보 처리 담당자가 임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즉각적으로 열람해야 할 때 활성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2) 목적 달성 시 파기가 원칙이나 컨트롤러가 법적 의무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에 대한 증거로 보유해
야 하는 경우에는 중간 아카이브, (3)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의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시행한 경
우에만 최종 아카이브(archive définitif)에 보유가 가능하다고 권고(Guide pratique : Les durées de conserva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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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는 사회복지와 의료복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시,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법적 대리인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위해 시설의 안내책자, 체류 계약서 또는 개별지원문서, 사회복지수당
신청서를 통해 그림, 재미있는 사진 또는 구두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 제공

(9) 권리
▶ GDPR은 정보주체에게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권을 인정
•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요청 후 최대 1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의 처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1개월 내에 알려야 하고, 이행기간이
총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더불어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해야 하며, 요청에 대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10) 보안
▶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관련 처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 전송 및 보존 중
개인정보가 왜곡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사용자 인식 제고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접근 추적 및 사고 관리 대응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보안 ▲인트라넷 보안 ▲서버 보안 ▲웹사이트 보안 ▲개인정보 유지 및
폐기 관리 ▲아웃소싱업체 관리 등

(11)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 개인정보영향평가(DPIA)를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건강 또는 의료복지 시설이 시행하는 정보주체의 건강정보 처리와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목적의 처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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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_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수행이 필수인 개인정보 처리 예시
처리 작업 유형
건강 또는 의료복지 시설이 시행하는
정보주체의 건강정보 처리

예시
• 사회복지센터 또는 노령자요양시설이 담당하는 입소자의 문건에
대한 처리
• 정보주체의 사회·직업 재활 담당기관이 시행하는 처리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목적의 처리

• 노령자, 장애인, 취약계층의 수용, 거주, 지원, 감독을 위해 지역
장애인센터가 시행하는 처리

3. 결론 및 시사점
▶ 동 기준은 GDPR 규정을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해당 분야 관계자들에게 실용적인 법적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노령자,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특히, 정보주체가 노령자, 장애인인 경우, 동의 수집 시 정보주체가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동 기준은 관련 기관 및 종사자의 GDPR,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복지와 보건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기관의 특수한 상황 및 제공 복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단, 그러한 처리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며, 문서화 해 놓는 것이 중요

Reference
1. CNIL, Référentiel pour la prise en charge médico-sociale des personnes âgées, en situation de
handicap ou en difficulté, 2021.3.11.

2. CNIL, Questions-réponses sur le référentiel pour le suivi médico-social des personnes âgées, en
situation de handicap ou en difficulté 20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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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비용과 집행 비용

[ 목 차 ]

1. 보고서 개요
(1) World Bank Group의 세계발전보고 2021팀(World Development Report 2021 Team)이
EU,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비용과 집행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
(2) 세계 각국이 현실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기존 법제
비용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 저자들의 설명

2. 지역별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
(1) EU의 GDPR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 행위와 관련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련의 취급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보주체에 부여된 각종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
(2) 미국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포괄적 연방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연방 및 개별 주 차원의 특정 산업 영역별
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구성돼 있음
(3)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은 ▲시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
보안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수호 ▲중국의 기술 발전 촉진을 동시에 지향

3. 준수 비용
3개 지역(EU, 미국,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가장 많은 준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여겨지는 것은 EU GDPR이며, 해당 비용 중 20-50%는 내외부적 인건비(임금, 자문료
등)로 지출됨

4. 집행 비용
2020년 기준 EU 회원국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예산은 평균 1,210만 유로(당시 28개
회원국 통산 3억 3,880만 유로)로 인구 1인당 1유로가 채 안 되는 액수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 원활한 법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

5. 시사점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과 감독기구 양쪽에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EU의
GDPR을 따르기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10 -

2021년 제4호

1. 보고서 개요
▶ World Bank Group의 세계발전보고 2021팀(World Development Report 2021 Team)은
EU,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비용과 집행 비용을
조망한 보고서를 발행

• <Achieving Privacy: Cost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명명된 이 보고서는 기업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기존 설문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 관계 당국들의 예산 규모를 근거로 작성
- (연구의 한계)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고, 따라서 관련
비용에도 앞으로 한동안 지속적으로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 보고서의
비용 분석 내용은 현 시점에서 스냅샷에 불과
- 게다가 동 보고서에 인용된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들은 어차피 소수의 기업들을 샘플로
삼아 시행된 것이며 시행 기관별로 문항 구성도 상이하기 때문에 내용의 대표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종류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위법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아울러 동 보고서는 EU, 미국,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다루면서도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법 관련 준수 비용은 논하지 않고 있음
- (연구의 의의)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EU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제로 기업과 정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동 보고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님
- 세계 각국(특히 신흥국)이 현실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에 관한 이해부터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이 너무 크다면 기업들은 해당 법을 무시하거나 그 법이
적용되는 시장 자체를 아예 회피하려 들 것이고, 집행 비용이 너무 크다면 관계 당국들
스스로도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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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
▶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비용과 집행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 지역
법제의 주요 특징부터 개괄
• (EU)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 행위와 관련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련의 취급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보주체에 부여된 각종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
- GDPR은 기업활동의 자유보다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도 적용되며,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이 클수록 법적
책임 또한 커지는 구조
- 예를 들어 어느 개인정보 수집/처리 행위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 범위, 맥락, 목적을 지니고 있을 경우4), 이를 시행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5) ▲(프로세서일 경우) 컨트롤러에게 위험
경감조치 안내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협의 등 사전 의무절차를 이행해야 함
- 또한 GDPR은 ‘기본 설계 및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default)’ 요건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도 갖출 것을 의무화

• (미국) 미국은 자국 거주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포괄적 연방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연방 및 개별 주 차원의 특정 산업
영역별 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구성돼 있음
- 예를 들어 연방법 중 HIPAA6)는 의료분야 개인정보를, GLBA7)는 금융분야 개인정보를 각각
보호하며, 상거래와 관련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규제 권한을 지님8)
4) 예컨대, 정보주체에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나 신기술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5) 개인 정보 침해 위험성을 미리 식별해 적절한 안전장치와 위험경감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
6)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병원, 의료인, 의료보험사 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폭넓은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법.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자사의 개인정보 취급 방식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적/물리적/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안전장치(프라이버시
담당자 지정, 직원 교육, 정책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를 유지해야 함. 또한 이 법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건강정보 기록 시스템에 활용되는 기술, 보안조치의
비용, 컴퓨터 기록 내 감사증적(audit trail)의 가치 등을 고려한 보안 표준을 채택해야 함
7) Gramm-Leach-Bliley Act: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활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일명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Modernization Act)으로도 불림. 이 법에 의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관련 표준을 금융기관 의무사항으로 설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지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금융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수집한 비공개 개인정보 일체에 대해 보호 책임을 짐
8)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의거 사실상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기능하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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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현재 미국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해 그리 촘촘한 규제 체제를 갖추지 않은
상태9)이며, 이는 기업 활동의 자유가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이기도 함
- 한편, 개별 주 차원의 법 중에서는 ‘20년 1월 발효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이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
- 미국 최초의 민간부문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CCPA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중 (1) 글로벌 연매출이 2,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2) 캘리포니아 주민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3)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 개인정보 판매에서 나오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GDPR과 마찬가지로 역외 기업들까지 커버하는 성격
- CCPA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출처 및 유형을 그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민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통지 받을 권리와
더불어 그 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권, 판매거부권 등을 지님

• (중국)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은 ▲시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 보안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수호 ▲중국의 기술 발전 촉진을 동시에 지향
- 이 같은 특징은 글로벌 기술 선두국으로 자국의 위상이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간에
대한 관(官)의 통제력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
- 이에 따라 중국의 법규는 정보 흐름의 관리 및 통제 장치(데이터 국내화10), 앱 실명제
등을 포함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측면에서는 GDPR과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

표1 _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규
구분

내용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2016년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서비스 관련 행정규칙(Administration Rules on

앱 규칙
(App Rules)

Information Services via Mobile Internet Applications)’
- 앱 제공자에게 ▲정보서비스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라이선스 획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공지 ▲위치정보, 주소록,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용
자로부터 사전 동의 획득 ▲이용자 실명 등록제 등을 의무화

나온 합의(settlement)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일종의 판례법(common law)을 형성
9) 단,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연방헌법 및 관련법들을 기반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10) 중국은 자국 개인정보를 국경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측면에서
는 EU보다도 법적 제약이 심함. 그나마 2019년 6월 13일에 나온 관련 규제 초안에는 ‘중요 데이터(important
data)’와 ‘개인자료(personal information)’로 정보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해외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그 이전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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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6년 11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2017년 6월 정식 발효된 사이버

네트워크안전법
(Cybersecurity Law)

공간 안전 관리 기본 법률
-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시 사전 동의 획득 ▲개인정보보호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 ▲인터넷 실명제 등을 의무화

•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가 2018년 1월
발표한 ‘정보 보안 기술에 관한 국가표준 – 개인정보 보안 지침(National Standard of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Specification)’
- 2018년 5월 발효된 이 지침(2018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련의 모범규준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부분적으로는 법조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내용도 포함
- 예를 들어 네트워크안전법은 사업자들에게 제공 서비스와 ‘관련 없는(unrelated)’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만 요구하고 있는 반면, 2018 지침은 오직 ‘필수(necessary)’
개인정보로 수집의 범위를 제한
개인정보 보안 지침
(Specification)

• 2020년 10월 발효된 개정 지침(2020 지침)에 이르러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옵트인 방식의 사전 동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DPO 임명 의무화 등 GDPR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자 의무사항을 추가
-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를 충실히 제공한 상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200명 이상을
고용한 채 개인정보 처리를 주업으로 하거나 ▲10만 명 이상의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DPO를 배치해야 함
- 또한 2020 지침은 프로파일링 기반의 정보 개인화(타깃 광고 포함)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 새 규칙을 설정하고 서드파티 사업자에 대한 검증 및 관리 의무를
컨트롤러에게 부과

3. 준수 비용
▶ 보고서 저자들이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참고용 설문조사11)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EU, 미국,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EU의 GDPR을 준수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인식

11) 응답자 그룹에는 개인정보 컨트롤러에서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과 외부에서 고객사의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 후자의 경우는 ‘내수 이용자로만 10만 명을 둔 소규모 전자
상거래 업체’와 ‘여러 나라에 걸쳐 1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형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를 고객사로 두었다고
가정한 채 질문에 답할 것을 요청 받았음. 보고서 저자들은 이런 조사를 통해 17개국으로부터 51건의 응답을 수령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을 미국(43%)과 인도(11%)에서 확보. 저자들은 이와 별개로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각지의 주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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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해당 조사에서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EU에 비해 미국법의 준수 비용이 훨씬 적고 중국법
준수 비용은 그보다도 더 적다는 인식을 드러냈으나, 이는 중국 법제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
사이에서조차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 (EU) GDPR 준수를 위한 연평균 비용은 기업의 규모, 특성, 기타 요인에 따라 추산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기존의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전체 준수 비용 중 상당 부분이
내외부적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향을 감지할 수 있음
•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nternational Privacy Professional Association, IAPP)와 회계
법인 Ernst & Young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GDPR이 발효된 2018년에 법
준수를 위해 평균 100만 달러를 지출했고 2019년에는 평균 62만 2,000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정책연구소인 Ponemon Institute가 국제로펌 McDermott
Will & Emery(MW&E)의 의뢰로 세계 각국 1,263개 기업(미국 544개, 유럽 371개, 중국
102개, 일본 246개)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들의 GDPR 관련 평균
지출액이 2018년에 1,320만 달러에 달했고 2019년에는 1,360만 달러로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1 _ 기업들의 ‘19년도 GDPR 준수 비용(Ponemon, n=1,263)

• 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GDPR 준수 비용 중 인력 고용과 관련된 비용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에 달하며, 기술 비용 역시 19~20%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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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_ 기업 고용 규모별 ‘19년도 GDPR 준수 비용(IAPP 추정 평균치, 천 명)
구분
프라이버시팀 임금
프라이버시팀 기술 비용
외부 프라이버시팀 기술 비용
기타 프라이버시 예산
총계

< 5K

5K – 24.9K

$170,700
$23,500
$38,700
$24,700
$257,700

25K-74.9K

$581,800
$47,100
$30,500
$84,500
$743,800

$744,200
$39,700
$57,500
$82,000
$923,400

75K+
$847,100
$115,600
$814,200
$106,200
$1,883,200

• 한편, GDPR 준수 비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커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단적으로 은행들의 경우는 FTSE 100 지수12)에 포함된 메이저 기업들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여타 업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

표3 _ FTSE 100 기업들의 '18년도 업종별 GDPR 준수비용(Statista 집계)
업종 구분

GDPR 준수 비용(100만 달러)

은행
테크 & 통신
에너지 & 유틸리티
리테일
헬스케어
여행 & 레져
금융서비스

$93.8M
$28.5M
$27.3M
$21.4M
$15.4M
$14.2M
$11.3M

• 또한 GDPR은 방대한 양의 시간 소요도 동반하는데, 프라이버시 관리 지원 플랫폼인 DataGrail에
따르면 기업들이 GDPR 준비 회의에 투입한 시간은 인시(person hour) 기준으로 평균 2,100 시간에
달하며,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형 업체들의 경우는 그런 회의에만 9,000 시간 이상을
이미 투입했을 수도 있음

▶ (미국)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미국 법제상, 연방법 관련 준수 비용은 주로
의료업계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발생
• (HIPAA) HIPAA가 발효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미국의 의료 산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됨
- 2003년 당시, 의료분야 컨설팅 업체들은 HIPAA 발효 이후 첫 5년간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250억
~ 430억 달러의 준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는 첫 1년 동안 32억 달러, 첫 10년간 176억 달러의 준수 비용을 예상

12) 런던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순서대로 100대 기업의 주가를 지수화한 종합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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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DHHS는 2011년에 HIPAA 일부 내용의 변경에 따라 70만여 개 사업자(의료기관, 보험사
등)에게 발생할 추가적인 준수 비용도 추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관련 통지 요건 충족을
위해 첫해 동안 5,590만 달러의 비용이 지출됨
• (GLBA)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4만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2년 시행된 한 조사 결과13), 이들
금융 관련 업계는 GLBA의 프라이버시 정책 통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프린트 비용으로 매년 총
20~50억 달러를 지출했던 것으로 파악됨
- 그로부터 약 15년 뒤인 2016년부터는 GLBA 일부 내용이 개정되면서 프라이버시 통지 요건에
예외가 설정됐고,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그
같은 요건 완화로 인해 개별 업체의 통지 관련 연평균 비용도 1,2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로
감소했음14)
• (COPPA) 개인정보와 관련된 또 다른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COPPA)은 HIPAA나 GLBA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수 비용이 낮은 편임
- 2020년 미연방 하원 상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COPPA 준수 비용은 중간 규모의 어린이용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연간 11만 5,000 달러에서 29만 달러 사이로 추정됨
- 이 중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채팅 관리팀 운용비(월 2만 5,000 - 1만 달러), 동의 관리자
임금(1인당 연간 3만 5,000 - 6만 달러), 컴플라이언스·데이터보안 관리자 임금(1인당 연간 3만
5,000 - 6만 달러) 등이며, 일부 기업들은 COPPA를 우회하기 위해 13세 미만 이용자를 아예
배제하기도 함

▶ (중국) 중국 개인정보 법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준수 비용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 저자들의 설명
• 그러나 중국의 경우, 법 위반 사업자는 과징금(네트워크안전법 기준 100만 위안 이하) 외에도 특정
직원에 대한 처벌부터 라이선스 취소1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일부 사업자는 당국에 의해 단순히 추천 알고리즘만 금지돼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의 대가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중국
쪽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음
13) Robert W. Hahn & Anne Layne-Farrar, The Benefits and Costs of Online Privacy Legislation, 54 Admin. L.
Rev. 85, 132 (2002)
14) CFPB는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 19개와 랜덤 샘플링을 통해 선정한 기타 은행 106개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시행
15) 일례로, 중국 사이버공간청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만 포르노, 도박 등 유해 콘텐츠 관련 모바일 앱 3만
3,638개를 폐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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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 비용
▶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 비용은 주무기관 예산 분석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해당 기관들의 연례 보고서를 근거로 예산 및 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그런 식의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
• (EU) 2020년 기준 EU 회원국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 이하 DPA)
예산은 평균 1,210만 유로(당시 28개 회원국 통산 3억 3,880만 유로)이며, 이는 인구
1인당 1유로가 채 안 되는 액수임
- 그러나 GDPR 발효(‘18.5) 이후 각국 DPA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예산 규모가 원활한 법집행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는 의문
- 단적으로, GDPR 발효 이후 2년간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은 크게 늘었으나 GDPR 위반
과징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함

그림2 _ EU 각국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통지 건수 대비 과징금 건수
개
인
정
보

과
징
금

침
해

부
과

민
원

건
수

및
통
지
건
수

‘18년 5월 이후 접수된 민원 건수

‘19년 개인정보 침해 통지 건수

‘19년 6월 기준 과징금 부과 건수

- 벨기에, 체코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DPA의 기술 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EU
회원국 중 DPA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독일16)조차도 주 단위 DPA에서는 그와 유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리고 키프러스 같은 작은 나라들의 DPA는 빅테크 기업들의 법무팀을 상대하기엔
재정 여력이 압도적으로 열세17)인 상황
16) 2020년 기준으로, 독일은 연방 DPA와 개별 주 단위 DPA에 총 8,570만 유로를 배정
17) 2020년 기준으로, 키프러스, 몰타, 에스토니아 DPA의 예산 규모는 각각 50만 유로, 60만 유로, 80만 유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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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비용은 HIPAA를 담당하는 DHH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과 그 외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LBA와 COPPA 포함)을 폭넓게 담당하는
FTC의 예산을 분석하여 산출 가능
- OCR은 2020년 기준으로 159명의 직원을 보유한 채 5,3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고, 그
중 2,300만 달러는 자체 조성한 민사합의기금(civil monetary settlement funds)에서 확보
- FTC는 2019년 기준으로 1,140명의 직원과 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과 예산은 각각 52명과 980만 달러 수준임(이듬해에
1,260만 달러로 증액)
- 한편, CCPA 집행기관인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3명의
풀타임 인력을 증원 요청(연간 약 450만 달러 소요 예상)
• (중국) 중국의 경우, 네트워크안전법 및 관련 규정의 집행 비용을 국가 단위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지부들의 예산을 근거로 주요 지자체 단위의 지출
규모는 파악 가능(단, 그 예산이 오직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활동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표4 _ 중국 주요 지역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지부 예산(2020 회계연도 기준)
지역명

연간 예산

인구

허베이성

550만 달러

5,850만 명

위난성

300만 달러

4,830만 명

상하이시

270만 달러

2,428만 명

쑤저우시

110만 달러

1,072만 명

5. 시사점
• GDPR 같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과 감독기구 양쪽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함
- EU 기업들이 GDPR 준수를 위해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APP/EY의 조사에 응한 프라이버시 전문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기가 속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상태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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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인구 약 8,378만 명)의 경우,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이탈리아(약 6,046만 명) 대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00여 건의 사건이 미처리 상태
• 그러나 준수 비용과 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활용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단순히 EU의 GDPR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규칙을 명확히 설정할 것) 기업 입장에서는 규칙만 명확해도 준수 비용을 줄이면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음18)
- (개인정보 국내화의 비용을 고려할 것) 개인정보를 국내에 보관토록 규정하면 기업들은
자체 서버를 보유하거나 로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함
- (법제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 예를 들어, ‘GDPR이나 CCPA를 준수하는
기업은 국내법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시킨다면
기업들의 법 준수 관련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할 것) 중소기업들은 법무 여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CCPA처럼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 방안(혹은 문제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사후 제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것) 다수 국가가 EU의 적정성
결정을 고려해 GDPR과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구상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EU로부터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성 결정
외의 여타 대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19)

Reference
1. World Bank Group, Achieving Privacy: Cost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21.3.23.
2. Inside Privacy, China Issues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ndard, 2018.1.25.
3. WilmerHale, China Issues New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Specification, 2020.3.24

18)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이 EU나 중국 법에 대해 흔히 제기하는 불만은 ‘법 준수 방법을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유럽 병원의 경우는 관할권에 따라 법적 지위(프로세서, 컨트롤러,
혹은 공동 컨트롤러)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음. 또한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규칙이 많지만
그 상당 부분이 규제 초안이나 지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19) 예를 들어 EU와 미국 사이에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와 유사한 협약이 EU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등을 거쳐 다시 체결된다면 이를 모델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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