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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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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권력에 의한 시민감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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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및 유럽의 위치정보 활용 도입 현황
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및 전망
6. 시사점
△배경 △국가별 가이드라인 현황 및 주요내용은 제1편(3월 4주) 참조

3.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우려 사항

(1) 공권력에 의한 시민감시 우려
▶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에 '건강 코드 앱(建康碼)'을 설치를
강제하고, 메신저 플랫폼·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등을 검열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와
국가 감시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우려 제기(‘20.3.1)
• 중국 정부를 위해 개발 된 "건강 코드"서비스는 간편결제 앱 Alipay와 메신저 서비스
WeChat의 플랫폼에서 실행되며, 사용자의 건강 상태 및 이동 이력을 정부 당국이 스캔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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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뉴욕타임스(NYT)는 건강 코드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공안과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관리 이상의 통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예컨대 건강 코드 앱이 사용자의 건강 등급 정보171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공공장소
진입 허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결정 및 통제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사용자의 위치와 식별
코드 번호가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된다는 점 등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
•

캐나다

정보인권연구단체

시티즌랩(The

Citizen

Lab)은

“검열된

감염(Censored

Contagion)”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검열 통해 정보 확산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중요한 의사소통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분석172(’20.3.3)
- 중국의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YY”는 작년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 발생과
연관있는 키워드 검열에 착수하였으며, 중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신저
플랫폼인 WeChat은 내용의 경중과 무관하게 코로나19와 관련성 있는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해 가며 검열
- 중국정부의 검열 대상이 된 콘텐츠는 정부 비판을 비롯하여 감염병에 대한 소문이나
분석도 포함되었으며, 검열 기준이 매우 폭넓고 관련된 정보의 원천과 대화를 차단한
것에 대한 지적

▶ (미국) 워싱턴주 벨뷰(Bellevu)에서는 주민들이 자택대피(stay home) 명령 위반 및 모임
사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경찰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제기
• 코로나19 감염 통제를 위한 스마트폰 위치데이터 모니터링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제기된 가운데, 벨뷰에서 도입된 MyBellevue 앱은 수집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벨뷰 전역에 대한 히트 맵(heatmap)을 생성
• 경찰 당국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자택대비 위반 시민을 고발하거나 체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ACLU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옹호 단체들은 MyBellevue와 같은 도구가
장기적으로 공권력의 시민 감시에 오용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 MyBellevue 웹 사이트에 따르면, 보고 내용과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성이 유지되지만 모임의
위치 데이터 자체는 공개된 데이터 포털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문제점 지적

171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이 입력한 건강정보에 따라 녹색(건강·대중교통 이용 또는 공공장소 진입 가능) 또는 노란색(7일
격리 필요), 빨간색 코드(14일 격리 필요)가 자동 발급됨
172https://citizenlab.ca/2020/03/censored-contagion-how-information-on-the-coronavirus-is-managed-on-chinese-social-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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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모스크바 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격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동원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감시 우려 제기
• 모스크바의 Sergei Sobyanin 시장은 중국에서 도착한 약 2,500명을 격리 수용하고, 이들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 전역에서 범법자 식별을 위한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
• Sobyanin 시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아파트를 떠나 외부의 친구를 만나는
여성을 얼굴 인식 기반의 감시 영상을 통해 적발하고, 영상 분석을 통해 해당 여성이
이용한 택시 기사를 추적
• 얼굴인식 기술 도입 확산에 따라 감시의 일상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긴급한 목적 이외에 유사한 관행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제기

▶ (폴란드) 자가 격리자 동선을 ‘셀피’(셀프 카메라·이하 셀카)로 추적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시민 사생활 침해 및 감시 우려 제기(’20.3.20)
•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인증 앱을 배포
• 자가 격리 대상자는 경찰의 불시 방문이나 앱 인증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 자가 격리자는 앱을 다운로드받아 셀카를 등록하고 실제로 집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셀카로 증명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셀카와 함께 GPS 정보를 수신해 관리 당국에 전송
• 시간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인증 요청에 응해야 하며, 20분 이내에 인증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에 통보되는 문제로 과도한 감시라는 논란 야기

(2) 코로나19 관련 민간 서비스의 투명성 문제

▶ Alphabet 자회사 Verily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증상 식별 및 진단 검사 필요 대상 선별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제기
• 개인별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테스트를 받을 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진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인근 진료소 안내 서비스 제공
• 민권단체 EFE(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가 의료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이와 함께 Verily의 자매 업체인 Google의 계정이 없으면 Verily 선별 웹 사이트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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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사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광고 기업으로서 다양한 국가에서 개인정보
침해 조사를 받고 있는 민간기업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로 원격 화상회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화상회의
솔루션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대한 우려 제기
• 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많은 온라인 사용자는 원격 회의 플랫폼 Zoom에서 생성되는
개인 데이터가 제3자 광고주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
•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Access Now는 화상회의 지원 전문 업체인 Zoom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
• Google과 Microsoft 등 대기업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게시가 이미 보편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반면 Zoom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에 미온적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화상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Zoom과 같은 중소 업체에 대한 규율
필요성 제기

4. 미국 및 유럽의 위치정보 활용 도입 현황

▶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 되자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강조해온 미국 및 유럽에서도 위치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분위기이며
수집된 위치정보 활용 시 ‘비식별’된 정보를 공유할 것임을 강조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사용 하여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Facebook 및 Google을 포함한 기술 산업과 논의 중(’20.3.18.)
- 질병 추적을 위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의 사용 및 탐색, 코로나바이러스 정보의 확산 제한,
가상 교육 확장, 원격 건강 등에 대학 비공식 작업 그룹을 만듦
• 기술전문매체 실리콘밸리닷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활용을 고려하는 위치추적 기술은
위치정보 데이터회사인 X-Mode와 데이터 시각화 업체 텍토닉스가 협업해 만들어내는
'개인 이동경로 추적 기술'로 취합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는 익명으로 제공 예정(’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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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떤 앱에 탑재할지는 아직 미공개이며, 조시 안톤 엑스-모드 CEO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경각심을 주고 싶다면서 "스마트폰
소지자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
• 데이터의 익명화가 개인을 식별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감역 확산이 감소되지 않자 위치정보 활용 논의
가속화

▶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돌입
• 파올라 피사노 기술혁신부 장관은 이탈리아가 직면한 심각한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IT 기술을 통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 Grante는 Covid-19 역학적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및 인터넷 사용에 관한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국(EPA) 국장의 화상 청문회 개최(’20.04.08)
- 개인이 보유한 모바일 장치를 통한 다양한 성격과 범위의 기본권 제한 조치(확진자의
위치정보 추적을 통한 역학지도 공개, 확진자의 신용카드 거래, 접촉자와의 Bluetooth
데이터 기록 등의 감시)가 불가피함을 설명
- 그러나 필요성, 비례성 및 최소화 기준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보 비실별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것임을 강조

▶ (독일) 정부는 기존 보건부의 위치 추적 방식과는 다른 위치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
•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3월 23일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각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정치권의 강한 반발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생할 침해
비판 여론에 부딪혀 포기
• 독일 법무부는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배포하되, 앱
설치는 강제하지 않겠다고 발표(’20.4.2)
• 배포하는 앱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이디는 무작위로 생성되며, 앱을 설치한 국민이
접촉하면 블루투스로 서로 아이디를 저장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방식

▶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 전국 이동 제한령 감시를 위해
`데이터코비드(DataCovid)173`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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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통계청(INE)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데이터에서 개인 정보를
제거해 익명화한 뒤 이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방침

▶ (프랑스)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한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을 통해 제기(’20.4.2)
• 서울에 격리 중인 프랑스 기자의 편지식의 기사는 한국의 시스템은 매우 상식적이며,
격리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을 뜻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
• 폐쇄적이고 안일한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며 공공 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의 길이 아님을 강조하며 1면 표지를 장식

4.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및 전망

▶ EDPS(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0-2024년도
전략을 수정하고, 2020년 3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전략 보고서의 내용도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계획
•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본 권리를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2020년 5월 초 한층 더 강화된
2020-2024 전략보고서를 공개할 예정
• EDPS는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EDPS의 전략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
• 예컨대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서 새로운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EDPS의 입장이며,
향후 수개월 간 상호 연결된 일상을 지배해온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반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법규 도입에 대한 부담으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연기 사태가 속출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20년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Act) 시행을 연기했으며, 새로운 시행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174
173 국민들이 이동제한령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프로그램
174https://mybroadband.co.za/news/enterprise/345761-south-africas-new-data-privacy-laws-take-effect-tomorrow-how-to-make-sure-you-comp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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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ANPD 창설 지연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연기된 데 이어 2020년 8월로 예정되어 있던 시행 계획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CNIL은 2020년 4월로 예정되었던 쿠키 및 온라인 추적기
관련 가이드라인(Recommandation cookies et autres traceurs) 초안 발표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로 연기175

5.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중대한 공중 보건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각국 DPA는
생명권과 개인정보보호 권리의 양립을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등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유가 불가피한
점과 정보주체의 동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과정에서 데이터 최소화와 보안책임 등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한 위치정보 처리와 직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이 구체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가별로 정책의 차이도 감지
- 예컨대 직원의 건강 상태 및 이동 이력 모니터링과 관련,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적극적 데이터
수집을 금하는 반면 헝가리와 덴마크는 고용주가 직원 정보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권장
• 개인정보보호법이 코로나19 확산과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 혹은 저해하는
걸림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
• 한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임시로 마련되었던 각종 통제 장치들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시민감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 적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

175https://www.cnil.fr/fr/adaptation-du-calendrier-dadoption-de-la-recommandation-cookies-et-autres-trac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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