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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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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와 국제기구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에 대한 지침과
의견을 제시
• 감염 통제를 위해 확진자의 이름, 주소, 직장, 여행 세부 사항, 동선(위치정보), 건강상태
등의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수집 및 공유되는 상황
-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통한 감염자 경로 파악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부 확인부터
얼굴인식 기술을 동원한 확진자 감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침해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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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질병 통제의 목적과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 증가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총 2회에 걸쳐 ①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국가별·기관별 가이드라인 현황 및 주요 내용 ②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및 전망에 대해 검토

2. 국가별·기관별 가이드라인 현황 및 주요 내용

(1) EU

▶ (EDPB)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데이터 처리 활동의 적법성 확인 및 해당 기간 중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식 성명을 채택 (‘20.3.19)
• 대규모 감염 사태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EDPB에 따르면, GDPR은 이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로서 △제6조(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151, △제9조(특별 범주의 데이터 처리)152 ⑥17조(삭제권) 등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되는 규칙을 제시
- GDPR은 감염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고용주와 공중 보건 당국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위치정보의 처리와 관련, △통신 기반의 위치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익명화 혹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ePrivacy

Directive

제15조에 근거하여 공공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주체에게
사법적 구제권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며 침습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
• 고용주가 요구 및 처리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정보 문제와 관련, △국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용인과 방문자의 건강 정보를 요구하고 △고용주의 법적 의무에 따라
직원에 대한 검진을 수행하며 △피고용인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동료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공개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되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권고

151 제6조 1(d)항의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152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상의 이유를 실현하고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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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ICO)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준수 방침과 관련하여 데이터 처리 과정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한 데 이어153 (‘20.3.2),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개인의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 및 모니터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154
(‘20.3.27)
• ICO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영국 데이터보호법과
전자통신법이 공중 보건을 위한 활동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155
- 코로나19의 확산 와중에 조직의 데이터 보호 관행이 일반적인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 관련 요청에 대해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여
해당 조직에게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
- 의료 기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내용은 직접 마케팅
메시지가 아니므로 사전 동의 없이도 발송 가능하며,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추가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
- 재택근무자 증가에 따라 직원 자신의 장비나 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택근무 시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
-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감염된 사실을 알릴 수 있지만 개인의 이름을
밝히거나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으며, 직원이나 방문자의 건강
데이터 수집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수집된 정보가 처리되는 동안
적절한 보호수단을 보장하도록 권고
- 직원의 건강 정보를 정부 당국과 공유해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공중 보건
목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휴대폰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위치를 추적하고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
-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중순 통신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익명 처리된 위치 데이터와
휴대폰 사용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12~24시간 지연된 이동 경로 맵을 제작하기로 결정
- 중국, 한국, 홍콩, 이스라엘,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스마트폰 앱을

153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data-protection-and-coronavirus/
15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27/watchdog-approves-use-uk-phone-data-if-helps-fight-coronavirus
155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data-protection-and-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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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진자 동선을 관리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감시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156

▶ (아일랜드 DPC)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보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활동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개인의 건강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처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157 (‘20.3.6)
•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서 △GDPR 제6조와 제9조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제53항을 제시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건강정보를 비롯한 민감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이와 함께, 고용주는 2005년 개정된 직장 안전, 보건 및 복지법(Safety, Health and
Welfare at Work Act 2005)에 따라 직원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업과 조직의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근거로 제시
•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결정은 공중 보건 당국 또는 기타 관련 당국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은 이에 대한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투명성, 기밀성, 데이터 최소화, 책임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근거를 확인하도록 권고
• 한편, DPC는 조직과 고용주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행한 조치가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 사례를 함께 제공158

▶ (프랑스 CNIL)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이용이 가능한 조건 및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한 공지를 발표159 (‘20.3.6)
• 고용주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수준 이상의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직원 또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예컨대 고용주는 일반화되고 체계화된 방법을 통하거나 개별 요청 또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직원 및 친인척의 잠재적 증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을 지적160

156 개인정보 이용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법적인 감독 시스템이 적용되고, 감시 활동이 영구화될 수 없도록 “일몰” 조항이
있어야한다고 주장
157 https://dataprotection.ie/en/news-media/blogs/data-protection-and-covid-19
158 https://dataprotection.ie/en/news-media/blogs/data-protection-and-covid-19
159 https://www.cnil.fr/fr/coronavirus-covid-19-les-rappels-de-la-cnil-sur-la-collecte-de-donnees-personnelles
160 따라서 개별 직원 또는 방문자의 체온 측정값을 매일 관리자와 공유하거나 모든 직원으로부터 의료 관련 자료와 설문지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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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은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위험에 대한 예방·고지·교육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 고용주는 이러한 조치로서 △피고용인 또는 관련 보건 당국에 코로나19에 대한 노출
가능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 및 바이러스 노출 시 보고 독려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채널 구축 △원격근무 및 산업의학의 활용 장려
등을 제시
- 피고용인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인은 △노출이 의심되는 사람의 신원과 노출 추정 날짜 △고용주가 시행한
관리적 조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

• 공중 보건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의 증상 및 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이 같은 정보의 평가 및 수집은 공공기관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

▶ (독일 DPAs) 독일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기업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또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공개·공유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이 건강에 관한 민감 정보의 처리는 GDPR 제9조와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법(German Federal Data Protection Act) 제26조 3항에 의거하여
적법성을 확보
•

DSK(German

Data

Protection

Conference)와

LfDI

BaWü(Baden-Württemberg

Commissioner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는 코로나19 확산 중
규제 준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FAQ)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
자료를 발표 (‘20. 3.13)
- LfDI BaWü에 따르면, 고용주는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직원과 접촉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업장 폐쇄 시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여
직원에게 집에 머물 것을 경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직원과의 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저장

가능

• LfDI RLP(Rhineland-Palatinate Commissioner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가 코로나19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게시(‘20. 3.16)
- LfDI RLP에 따르면, 고용주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직원에게 위험 지역 방문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설문의 형태로 모든 직원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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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거나 특정 목적지 또는 체류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은 불필요

▶ (이탈리아 Garante) 코로나19 증상 등과 관련한 무단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고 민간 및 공공
조직들은

보건부와 기타 관련 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161 (‘20.3.2.)

• 최근 14일 동안 역학적 위험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역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격리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검토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
• 반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한 특정한 요청이나 무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접촉자 및 사업장 외부에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은 금지
• 이는 코로나19의 증상과 각 개인의 최근 동선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수집은 공중 보건
규칙을 준수하는 의료 전문가 및 시민 보호 시스템의 책임이며 개별 고용주의 영역은
아니라는 지적
• 요컨대 고용주를 포함한 데이터 컨트롤러들이 법령에 의거하지 않거나 관할 기관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용인이나 사용자의 건강 관한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자체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도록 강조

(2) 미국 및 캐나다

▶ (미국 HHS) 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중 보건 응급 상황 중 원격의료
커뮤니케이션(Telehealth Remote Communications)에 대한 통신 집행에 대한 통지를
발표162 (‘20.3.20)
• HHS의 OCR(Office for Civil Rights)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오디오, 문자 메시지, 영상 통신을 통해 환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동안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원격진료 행위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환자가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161https://www.garanteprivacy.it/web/guest/home/docweb/-/docweb-display/docweb/9282117#1
162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special-topics/emergency-preparedness/notification-enforcement-discretion-telehealt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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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OPC)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기업과 여타 조직들이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163 (‘20.3.20)
• 우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인 비상사태를 선언
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 권한이 더욱 확대되고 매우 광범위
할 수 있음을 지적
•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들과 PIPED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의 적용을 받는 민간 조직들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법과 PIPEDA에는 각각 공중 보건 상황과 관련한 특정한
이유로 개인정보의 이용 및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 PIPEDA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가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치명적인 질병이나 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적시에 동의를 얻을 수없는 경우 (제7조 1(a)항) △정부 기관이 정보 입수를 위해
합법적인 권한하에 공개를 요청한 경우 (제7조 1항 및 2항) △개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제7조 2항
및 3항) 등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적용 가능
-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정부 기관은 기관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만 수집 할 수 있으나, 제8조 2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해당 정보주체 자신의 이익과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공개 가능
- 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연방 기관은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공개에 앞서 OPC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시간이 촉박한 특정 사안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OPC에 대한 서면통보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기관장의 판단에 의거해 사후 통보가 가능 (제8조 5항)
• 한편, 관할 지역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중 일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체적인 성명을 발표164

(3) 기타지역

163 https://priv.gc.ca/en/privacy-topics/health-genetic-and-other-body-information/health-emergencies/gd_covid_202003/
164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British Columbia,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Alberta,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Saskatchewan,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 du Québec,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Yukon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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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AC) 중국 CAC(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는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에 관한 지침을 담은 통지(通知)를 발표165 (‘20.2.9)
• 중국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 통지문은 이러한 면제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166
- 관련 법규167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업단위(직장
조직)이나 개인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음을 언급
- 단, 이와 관련한 다른 법률 또는 행정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를 것을 권고
• 목적 제한의 원칙,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최소 범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들을 제시
-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예방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가 표준인
개인신식안전지범(个人信息安全规范)을 참조하여 진행하되,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확진자, 감염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제한
- 질병 통제와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공동 예방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의
집단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 방지도 필요
•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처리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엄격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채택하여 데이터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규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한 것으로 밝혀진 조직이나
개인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

▶ (싱가포르 PDPC)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한 비상 연락 및 대응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해 데이터 보호 조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168 (‘20.2.3)
• 코로나19 관련 사항의 경우, 생명·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가 가능한 사례로 해석

165http://www.cac.gov.cn/2020-02/09/c_1582791585580220.htm
166https://www.newamerica.org/cybersecurity-initiative/digichina/blog/translation-chinese-authorities-emphasize-data-privacy-and-big-data-analysis-coronavirus-response/
167"《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条例》를 의미
168 https://www.ifaq.gov.sg/PDPC/apps/Fcd_faqmain.aspx#FAQ_2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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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 식별을 위해 조직은 방문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PDPA)의 데이터
보호 조항을 준수하고 △법률에 의한 동의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더 이상 해당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해야 할 의무를 적용

▶ (호주 OAIC)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88)으로 규율되는 정부 기관과 민간 고용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169
(‘20.3.18)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질병확산 차단에 필요한 정보 공유가 중단될 수는 없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 고용주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 범위를 코로나19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개인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 또는 공개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공개하는 원칙을 제시
• 한편, 직장에서 코로나19의 확진 또는 감염 의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원격근무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 (홍콩 PCPD)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치 추적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정보의 사용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 (‘20.2.26)
• PCPD는 개인정보보호 권리가 생명권과 공중보건이라는 공공 이익에 종속될 수
있으므로170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
• PDPO(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제59조는 정보주체와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신원 또는 위치 관련된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169https://www.oaic.gov.au/privacy/guidance-and-advice/coronavirus-covid-19-understanding-your-privacy-obligations-to-your-staff/
170 “That said, personal data privacy right is not an absolute right. What it practically means is that it may be subject to
other competing rights or interests, such as the absolute right to life and the interests of the public, including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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