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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AI) 규제안 주요내용과 개인정보보호

[ 요 약 ]

1. 인공지능 규제안 제안 배경
인공지능(AI)은 사회경제적 혜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 그간 EU
집행위원회는 정책지침과 정책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통일된 접근방식을 위한 입
법화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 규제안 마련

2. EU의 인공지능 규제안 주요 내용
(1) 규제 목표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안전과 기본권, 기존의 법률 준수
존중, 법적 불확실성 제거, 기본권 및 안전요건에 관한 거버넌스 향상, 합법적이고 안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단일시장 발전 촉진 등 추진
(2) 위험 기반 규제 접근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사람의 기본권과 안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위험을 산정하고,
위험에 비례해 위험관리를 수행하도록 제안(규제안에서는 위험을 △수용불가 위험
△고위험 △저위험/최소위험 – 3가지 유형으로 구분)
(3)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
안전 관련된 인공지능 시스템과 기본권 관련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위험 유형으로 정의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스템 공급자와 이용자 등에게 법적 의무 부과
(4)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인공지능 규제안은 “데이터 및 개인정보 거버넌스 사항,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특정 규칙으로
법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사항 규정
(5)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규제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의

3. 시사점
이번 EU의 인공지능 규제안은 GDPR 사례와 같이 향후 입법화가 추진되면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에서도 EU의 규제안은 물론 다른 주요국
인공지능 규제 방향과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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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규제안 제안 배경
▶ 인공지능(이하 AI)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로 사회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
• AI는 환경 및 보건, 공공, 금융, 모빌리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 기능 개선,
자원관리 최적화, 개인화된 서비스 등 EU 회원국들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로 작용

▶ 그러나 AI는 사회경제적 혜택 제공과 더불어 개인이나 사회에 새로운 위험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EU는 기술 변화 속도와 위험에 대응하여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EU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EU의 가치, 기본권,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

▶

EU의

집행기관이며

법률

제안을

담당하는

EU집행위원회(EC)는

2019년

10월,

2019-2024 집행위원회의 정책지침1)에서 AI의 인간 및 윤리 함의에 대한 EU의 통일
된 접근방식을 위한 입법화 추진을 발표
• 이후,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AI에 관한 유럽의 우수성과 신뢰에 대한 접근방식
정책보고서2)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면서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는 정책방안 제시

▶ 2021년 4월 21일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요청에 따라 AI의 활용·투자·혁신을 강화하고, AI 개발·활용에 대한 신뢰,

기본권 보장,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AI 규제안3)을 제안

▶ 이에 본고는 EU AI 규제안의 중심 주제인 위험 기반 AI 시스템 위험 규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함

2. EU AI 규제안 주요 내용
(1) 규제 목표

1) European Commission, “A Union that strives for more”, 2019.10
2)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COM(2020) 65 final”, 2020
3) EC,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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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EU집행위원회는 EU의 AI에 관한 규제의 방향성으로 4개 목표 제시
• EU 시장에서 출시되어 이용되는 AI 시스템들이 안전하고 기본권 및 유럽연합의 가치에
관한 기존의 법률 준수를 존중하도록 보장
•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 제거
• AI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및 안전요건에 관한 거버넌스 향상과 기존 법률의
집행 효과성 제고
•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파편화 방지
▶ (규제방향) AI 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AI와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 사항을 요구해 기술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AI 솔루션의 시장
출시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균형적이고 수평적 규제 접근방식을 채택
▶ (거버넌스) 기존 EU에 존재하는 회원국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하면서, 유럽
인공지능위원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를 설립하여 EU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규제안 시행 추진

(2) 위험 기반(Risk-Based) 규제 접근
▶ (위험 기반 규제) AI 시스템에 대해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도록 제안
• 위험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비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법적 개입 추진
• 위험과 위협의 유형은 산업 및 사례별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사람의 기본권과
안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
• AI 규제안에서는 위험을 ▲수용불가 위험 ▲고위험 ▲저위험/최소위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험 유형에 따라 AI 시스템을 분류하여 차별화된 규제 도입 제안

(3)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 (고위험 AI 시스템 유형) EU집행위원회는 안전 관련된 AI 시스템(유형Ⅰ)과 기본권 관련
AI 시스템(유형Ⅱ)을 고위험 AI 시스템 유형으로 정의하고, 각각에 대해 고위험 AI
시스템의 세부 유형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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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Ⅰ) EU 법률에 의거하여 제품 자체나 그 구성요소가 법률에 따라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제3자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하는 AI 시스템
- EU 차원에서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이 출시되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들(“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이 규제하는 제품에서 AI 시스템을 이용할 때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간주
• (유형Ⅱ) EU 헌장에서 제시된 기본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AI 시스템
- 기본권(인간 존엄성,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있는 AI 시스템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간주

표1_위험기반 AI 시스템 위험관리
구분

위험특징

AI 시스템 유형과 규제
• 사람의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행동 왜곡을 야기하기

수용불가
위험
(Unaccepta
ble Risk)

위해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이용하는 AI 시스템
기본권 침해 등
EU 가치를
위배하는 위험

• 사회적 행동이나 성격 예측 등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신뢰성을 평가하거나
분류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AI 시스템
•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시스템
- 단, (i) 실종 아동 등 범죄 피해자 수색, 중대한 테러나 자연재해 방지,
범죄자 색출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 제품 자체나 구성요소가 안전요소로 이용되거나, EU 법률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건강,
고위험
(High Risk)

안전, 기본권에

제3자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하는 AI 시스템
• 교육 및 고용, 필수서비스, 법집행 등 관련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중대한 위험을

수행하는 AI 시스템

초래할 수 있는

※ EU 집행위원회는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저위험/
최소위험
(Non-high
Risk; Low
or Minimal
Risk)

사람들의 건강,
안전, 기본권에
저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

•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낮은 위험이나 최소의 위험만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 인간과 상호작용할 때 AI 시스템 이용을 표시하는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투명성 의무만 부과
-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자와 같이 필수사항 준수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저수준 AI 시스템 공급자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자발적인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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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_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유형

세부유형

AI 시스템 유형

① AI 시스템이

• 장난감, 기계(machinery), 레크레이션용/개인용 소형 선박(recreational craft

안전 규제 대상

and personal watercraft), 리프트, 폭발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보호장비,

제품 또는 제품의

무선장비, 압력장비, 케이블카,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가스연료 연소기기, 의료기기, 체외 진단 의료기기

유형Ⅰ

구성요소인 경우
② AI 시스템이

(안전

제품자체 또는

위험)

제품 구성요소이며,

• 민간항공, 이/삼/사륜 차량, 농업차량/임업차량, 해양장비, 철도 시스템,

그 제품이 시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이러한 차량의 부품이나 별도의 기술장치, 무인항공기

출시/서비스 전에

및 엔진, 프로펠러, 부품 및 장비

제3자의 적합성
평가 대상인 경우
생체인식 및
분류
주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 및
직원관리

•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원격 생체 인식을 수행하는 AI 시스템
• 도로교통 관리·운영과 수도, 전력, 전기 등의 관리·운영에서 안전요소로
이용하는 AI 시스템
•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이 접근 허용이나 배정에 이용하는 AI 시스템
•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이 학생 평가와 교육기관 입학사정에 이용하는
AI 시스템.
• 모집 광고, 지원서 선별, 면접, 심사 등 채용과정에서 이용하는 AI 시스템
• 승진, 계약 종료 결정, 업무배정을 위해 근무자의 성과와 행동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AI 시스템
• 공공 지원 대상자의 적격성 평가, 지원, 축소, 취소 등을 위해 이용하는

유형Ⅱ

필수서비스

(기본권

접근과 이용

침해)

AI 시스템
• 신용도 평가나 신용점수를 산정하는데 이용하는 AI 시스템
• 소방 및 의료 등 응급지원이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용하는 AI 시스템
• 법집행기관이 범행, 재범, 범죄 피해 위험을 평가하는데 이용하는 AI 시스템
• 법집행기관이 거짓말 탐지기나 유사한 도구로 이용하는 AI 시스템
• 법집행기관이 딥페이크를 탐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AI 시스템
• 법집행기관이 형사범죄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용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

• 법집행기관이 프로파일링 기반으로 범죄 발생이나 재발 예측, 성격특성이나
과거범죄를 평가하는데 이용하는 AI 시스템
• 법집행기관이 범죄 탐지, 수사, 기소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을 위해 이용하는
AI 시스템
• 법집행기관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 식별, 관계성 발견 등 범죄
분석에 이용하는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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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유형

AI 시스템 유형
• 관할기관이 거짓말 탐지기나 유사한 도구로 이용하는 AI 시스템
• 관할기관이 보안위험, 비정상 이민 위험, 보건 위험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민, 망명,
국경 통제

이용하는 AI 시스템
• 관할기관이 여행서류나 관련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보안감사를 통해
거짓문서를 발견하는데 이용하는 AI 시스템
• 관할기관에서 망명, 비자, 거주허가신청서를 검사하고, 관련 불만사항을
조사하기 이용하는 AI 시스템

사범행정 및
민주절차 관리

• 사법 당국이 사실과 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 시스템

▶ (법적 의무) 고위험 AI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자와
이용자 등에게 법적 의무 부과
•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업체)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등 다음의 법적 의무 준수
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적합성 보장
② 품질관리체계 구축
③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④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된 로그 기록
⑤ 고위험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 수행
⑥ 등록 의무(제품 출시나 서비스 전 EU 데이터베이스에 AI 시스템 등록) 준수
⑦ 고위험 AI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위반되는 상황 발생 시 시정 조치
⑧ 고위험 AI 시스템의 요구사항 적합성 위반, 시정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해당기관에 통지
⑨ 고위험 AI 시스템의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E 마크 부착
⑩ 국가관할당국의 요청 시 고위험 AI 시스템의 요구사항 적합성 입증
• (고위험 AI 시스템 제조업체) 고위험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어 서비스되는 경우 AI
시스템 공급자와 동일한 의무 준수
• (고위험 AI 시스템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고위험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업체의 적합성 절차 준수 여부, 기술 문서화 등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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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AI 시스템 이용자) 고위험 AI 시스템의 이용지침에 따른 이용 등 다음의 법적 의무 준수
① 고위험 AI 시스템의 사용지침에 따라 이용
② 고위험 AI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가 의도한 목적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
③ 사용지침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이 안전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AI 시스템 공급자나 유통업체에 침해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중단
④ 고위험 AI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로그를 법적인 요건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⑤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보제공의 의무에 따라 제공된 정보 이용

(4)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 AI 규제안은 “데이터 및 개인정보 거버넌스(Data and Data Governance)” 사항을 규정
•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 훈련 기술을 적용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훈련·검증·시험 데이터 세트(Data Sets)를 기반으로 개발
• 훈련·검증·시험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다음사항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리 관행(Practice) 준수
- 관련 설계방법 선택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처리 준비 작업
- 데이터 측정 및 대표성 정보와 관련 가정
- 필요한 데이터 세트의 가용성, 규모, 적합성에 대한 사전 평가
- 편견 가능성 조사
- 데이터 차이나 부족 식별 및 해결방법
• 훈련·검증·시험 데이터 세트는 관련성, 대표성, 무오류성, 완전성을 갖추어야 함
- 데이터 세트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계 특성 보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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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검증·시험 데이터 세트는, 의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의 사용 목적
내에서 지리적, 행위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 고위험 AI 시스템의 편향성 탐지와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AI시스템 제공업체는
GDPR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특정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처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지침은 익명화가 추진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최신 보안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조치 이용에 관한 기술적 제한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정의
• 모델 훈련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을 제외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의 개발에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리 관행을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특정 규칙으로 법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위한 AI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사항 규정
• 생체인식 관련 규칙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인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 TFEU 제16조는 개인정보보호의 권리와 규칙 제정, 독립적인 당국에 의한 통제 사항을 규정4)
-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보유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EU 법률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EU의 기관, 단체, 회원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규칙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하며,
이러한 규칙들은 독립적인 당국에 의해 통제를 받도록 규정
• 법 집행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자연인에 대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위해 AI 시스템을
사용하면 개인이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불안한 감정을 유발하는 등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함

▶ 복잡성, 데이터 의존성, 자율행동 등의 특성을 지닌 AI를 이용하면 “EU 기본권 헌장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에서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EU 기본권 헌장”의 제8조 개인정보보호(Article 8 - Protection of personal data)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의 권리, 접근 및 수정의 권리, 규정 준수에 대한 통제를 규정5)
4) EUR-Lex,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12012E%2FTXT
5) FRA,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https://fra.europa.eu/en/eu-charter/article/8-protection-personal-data#:~:text=1.,data%20concerning%20him%20o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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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보유함
- 개인정보는 특정 목적에 한해, 관련자의 동의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합법적인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과 수정할 권리를 보유함
- 독립적인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 준수를 통제해야 함

▶ 본 규제안에 따라 특정한 시스템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한 것과 무관하게,
이러한 고위험 AI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GDPR 등 개인정보 관련 EU 법률이나
회원국들의 법률을 준수해야함
• 사람의 감정 상태를 탐지하는 거짓말 탐지기나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EU 헌장과 법률, 회원국들의 자국법의 해당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함
• AI 규제안의 조항들을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 이용할 수는 없음

▶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함
• 고위험 AI 시스템은 수명주기 내내 일관되게 작동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최신기술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정확성, 견고성, 사이버보안을 충족해야 함
• 기술적 견고성은 고위험 AI 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임
- 고위험 AI 시스템의 한계성과 관련된 위험(오류, 결함, 불일치, 예상치 못한 상황)과
고위험 AI 시스템의 보안성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AI 시스템이
복원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고위험 AI 시스템이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해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AI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고, 안전성과 기본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사이버 보안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AI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시스템 행위 수정,
성능 저하, 보안성 손상 등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AI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AI 시스템의 디지털 기기나 ICT 인프라의 취약점을
악용해 훈련 데이터 세트 손상, 훈련된 모델 공격 등으로 행해질 수 있음
- 적정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업체가 AI 시스템과 함께 관련
ICT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 고려 필요
her.&text=Such%20data%20must%20be%20processed,basis%20laid%20down%20by%20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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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해 특정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 규제기관들이 혁신적 AI 시스템의 정식 시장 출시 전에 AI 시스템을 개발, 시험, 검증을 통제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AI 규제 샌드박스는 타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 조건 하에서 특정한
혁신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할 목적으로 처리해야 함
① 혁신적인 AI 시스템은 다음 영역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함
- 관할당국의 통제 및 책임 하에 공공 안전 등 형사 범죄의 예방, 조사, 탐지, 기소, 처벌의 집행
- 질병 예방, 통제 및 치료 등 공공 안전 및 공중 보건
- 높은 수준의 보호 및 환경 품질 개선
②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를 처리해야함
③ 샌드박스 실험 중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을 즉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를 중지하는 대응 메커니즘이 존재해야함
④ 샌드박스 상황에서 처리될 모든 개인정보가 참가자의 통제 하에 기능적으로 별도로
작용하고, 분리되며, 안전하게 보호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있으며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해당 데이터에 접근 가능해야함
⑤ 처리된 개인정보가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전송, 이전, 전송되지 않아야 함
⑥ 샌드박스 맥락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결정으로
연계되지 않아야 함
⑦ 샌드박스에서 처리된 모든 개인정보는 샌드박스 참여가 종료되거나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종료되면 삭제되어야 함
⑧ 샌드박스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 로그는 샌드박스 참여 기간과 종료 후 1년 동안,
책임을 이행하고 EU나 회원국 법률에 따른 문서화 의무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해야 함
⑨ AI 시스템 교육, 테스트 및 검증 프로세스, 근거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설명을
보관해야함
⑩ 샌드박스에서 개발된 AI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요약, 목표 및 예상결과를 게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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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 규제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방안 규정
• 규제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규모 공급자와 신생기업의 이익과
경제적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표3_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내용
위반사항
① 수용불가 AI 시스템 금지에 대한 규정 위반
② 데이터 및 개인정보 거버넌스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전년 회계
연도 기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년 회계

상기 ①, ② 이외의 규정 위반

연도 기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국가관할당국 등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 소지의 정보 제공

•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천만 유로 또는 전년 회계
연도 기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3. 시사점
▶ 이번 AI 규제안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유럽연합 역내 AI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와 이용에 관한 산업생태계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규칙 도입을 제안
• 그간 EU 내에서 AI 시스템 개발과 이용에 대한 윤리 지침, 행동 강령 등이 다수
제시되었으나,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에 비례한 의무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법제화
추진은 처음 시도됨

▶ 이번 AI 규제안이 제정되면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AI
시스템 공급업체 및 이용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전망
• AI 규제안은 EU 사용자 대상으로 AI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시스템 제공자(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와 이용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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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AI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GDPR보다도 높아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상태의 AI 규제안과
유사한 형태로 입법화가 진행되면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전망
• 단, GDPR의 경우 법안이 제안된 이후 4년이 경과하여 발효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의
AI 규제안도 단기간에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활용 금지’ 규정에 관해 예외 조건(실종 아동
찾기, 범죄자 추적, 테러 대응 등)이 많아 악용 소지가 높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GDPR 사례와 같이 향후 EU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AI 규제 정책과 법안 마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예를 들어, 미국 백악관은 2020년 11월 예산관리처(OMB)를 통해 AI 문제에 대한 잠재적
규제 및 비 규제접근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AI 애플리케이션 규제 지침(Guidance
for Regulation of AI Applications)“을 마련하고, 관련 연방기관은 2021년 5월까지 규정
준수 계획을 제공하도록 지시
• 국내에서도 주요국의 AI 시스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EU의 위험기반
접근법, 개인정보 거버넌스 등 AI 시스템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 검토 필요

Reference
1. EC,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cea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4.21.
2. European Commission, ”A Union that strives for more“, 2019.10.
3.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COM(2020) 65 final“, 2020.
4.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4.21.
5. Reuters, “EU set to ratchet up AI fines to 6% of turnover - EU document”, 2021.4.21.
6. Whitehouse, “Guidance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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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해외 자율규제 적용 현황

[ 목 차 ]

1. 개요
2. 주요 내용
(1) 광고 분야
(2) 온라인·전자상거래 분야
(3) 통신 분야

3. 결론 및 시사점

1. 개요
▶ 디지털 시대의 자율규제는 기존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 규제를 보완하고 산업계의
혁신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규제 대안으로서 가치 부각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기존의 법제도 틀에서 적절한
규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제 개선과 혁신 간의 속도 차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규제
공백 야기
• 자율규제는 업계 단체가 주축이 되어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 또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입법 행정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현실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이하에서는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한 광고, 온라인·전자상거래, 통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해외 자율규제의 현황과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동인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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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광고 분야
① 미국 디지털광고연맹(DAA)의 디지털 광고 책임성 프로그램
(개요)
▶ 미국 디지털광고연맹(Digital Advertising Alliance, DAA)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2011년 ‘디지털 광고 책임성 프로그램(Digital Advertising
Accountability Program, 이하 ‘책임성 프로그램’)6)‘을 최초로 개시
• 책임성 프로그램은 ’온라인 행동 광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7)‘과 ’모바일 환경 자율규제
원칙 적용8)‘ 등 디지털광고연맹이 개발한 가이드라인 문서들의 보급을 촉진하며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
▶ 동 프로그램에서 주목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디지털 광고 기업들의 주요 주의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음9)
• 적극적 고지(enhanced notice): 인터넷 기반 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고지 활동이 필요
• 정밀 위치 데이터(precise location data): 게임 앱을 중심으로 불필요하게 정밀한 위치
데이터 수집을 지양하거나 수집 시 적극적 고지 필요
• 민감 데이터 원칙(sensitive data principles):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10)에 따라
어린이의 민감 데이터 수집 지양
• 복수 기기(cross-device) 광고: 하나의 단말과 연동된 여타 기기상에서의 광고에 대한
소비자 고지에 수동적인 문제 개선

(위반 대책)
▶ 책임성 프로그램은 산업계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자율규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자율규제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해당 기업의 위반 사례들을 이첩

6) 출범 당시 명칭은 The Online Interest-Based Advertising Accountability Program
7)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2009.7
8)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Application of Self-Regulatory Principles to the Mobile Environment, 2013.7
9) The National Law Review, Interest-Based Advertising Enforcer Hits 100, 2019.6.3
10)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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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전자소매연합(ERA) 전자소매자율규제프로그램
(개요)
▶ 미국의 업계 단체인 전자소매연합(Electronic Retailing Association, ERA)은 TV, 방송,
인터넷 등 전자매체상의 광고 정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준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율규제인 전자소매자율규제프로그램(Electronic Retailing Self-Regulation Program) 추진
• 소비자의 직접반응광고(Direct Response Advertising)11)에 대한 신뢰도 개선을 주요 활동
목표로 설정
• 세간의 이목을 끄는 광고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는 미국
광고자율규제위원회(Advertising Self-Regulatory Council, ASRC)12)와 ERA 웹사이트에 게재
• 동 프로그램은 ERA로부터 주요 재원을 조달을 받고 감사를 받으며, 비영리 소비자-기업
간 분쟁 처리 단체인 ‘기업관행개선위원회(Better Business Bureau, BBB)13)’가 관리
(위반 대책)
▶ 자율규제의 유효성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나, 자체적인 리뷰
절차를 통해 업계 내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위반 실태를
공개하며, 중대한(substantial) 상황인 경우 규제 당국14)에 보고
• 검증되지 않은 효력, 의료 및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직접반응광고와 여타 마케팅
자료에 대해 수정 또는 중단을 요청
•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규제를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에도 관할 정부 부처에 해당 위반
사례를 이첩

(2) 온라인·전자상거래 분야
① 인도 온라인 큐레이트 콘텐츠 제공사 연합체(OCCP)의 보편적 자율규제 규약과
디지털콘텐츠 불만처리 위원회(DCCC)

11)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
12) 미국 광고업계의 자율규제 단체로 1971년 설립 이후 2019년 6월까지 활동했으며 이후 기업관행개선위원회(BBB)가
후신 역할을 함
13) 북미 지역의 소비자 불만 처리,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주의 사항, 업체 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기업, 산업계전문가, 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적 규제 권한은 없으며 제3자 입장에서 소비자 분
쟁 해결을 위한 지원 조직
14)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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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인도인터넷모바일연합(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IAMAI) 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소속 ‘온라인 큐레이트 콘텐츠 제공사 연합체(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 OCCP)는 2020년 9월 보편적 자율규제 규약15) 발표16)
• 규약 개발에 참여한 기업17)들은 ▲각사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동 규약의
원칙을 준수하며 ▲책임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규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
▶ 동 규약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음
i) 소비자에게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 선택권을 강화할 것
ii) 소비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때와 원하는 방법으로 콘텐츠 선택과 접근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제작자와 아티스트의 창의적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할 것
iii)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창출하고 개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
iv) 각 OCCP 회원사는 제공 콘텐츠와 관련된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 OCCP는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 시 자체 공지(self-declaration)를 통해 자신들이
관여한 라이선스 비디오 콘텐츠나 자체 제작한 비디오 콘텐츠에 관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참고토록 함
• 각 OCCP 회원사는 자사가 호스팅한 콘텐츠와 관련된 불만 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며, 직접 또는 ‘디지털콘텐츠 불만처리 위원회(Digital Content Complaint Council,
DCCC)18)를 통해 인도 정부의 정보통신, 방송 및 소비자 관련 부처들로부터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 OCCP 참여 회원사는 OCCP 단위와 기업 단위의 2개 층위(tiers)에서 소비자 불만
해결 메커니즘을 준수해야 함

(위반 대책)
▶ 위반에 따른 별도의 대책은 관찰되지 않으며, 인터넷모바일연합(IAMAI) 규약 실행에 따른
정부의 가이던스와 지원을 요청했으나, 현행 자율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희망

15) Universal Self-Regulation Code for OCCP:
https://www.medianama.com/wp-content/uploads/IAMAI-Digital-Content-Complaint-Council-NEW.pdf
16) Mondaq, India: 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 2021.2.18
17) 발기 기업은 Hotstar, Voot, Jio, SonyLiv의 4개사
18) 2020년 2월 OCCP가 출범시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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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연합의 자율규제 계획은 독립적인 써드파티 조직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으며,
금지 콘텐츠 리스트나 윤리 규약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인도 정부는 지적

표1_OCCP 참여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 사항
층위

준수 사항
Ÿ 모든 참여 기업은 내부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불만 해소 포럼(Digital Content
Complaint Forum, DCCF) 역할을 하는 인사/팀/부서를 전담 지정하여 제공사
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우려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

기업

Ÿ 웹사이트(온라인 플랫폼)상에서 DCCF 담당자명, 주소 및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함
Ÿ 규약에서는 IAMAI 산하에 ‘OCCP 감독이사회(OCCP Governing Council)’
조직을 별도로 설치토록 함
OCCP

Ÿ OCCP 감독이사회는 OCCP 이사회 헌장(OCCP Council Charter)을 통해
운영 규정을 정의
Ÿ OCCP 참여 기업은 OCCP 감독이사회 파견 대표 직원 한 사람을 선임
Ÿ DCCC는 회장 이하 8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9명 조직을 구성

② 스페인 Confianza Online19)의 트러스트 마크 씰 ‘Sello de Confianza’
(개요)
▶ 스페인의 ‘Confianza Online’는 전자상거래 및 광고업계 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준수를 독려하는 ’EU전자상거래
지침(제16조)‘에

의거,

소비자

신뢰

기업에

트러스트

마크(Trust

mark)

인증을

부여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기능 제공
• 2003년에 설립된 스페인 소재 비영리 단체로 자율규제의 실효성 담보와 업계 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규 준수를 정착시키기 위해 Confianza
Online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Sello de Confianza’라는 트러스트 마크 씰(Seal)을 부여
• 씰을 부착한 기업은 소비자 만족도나 품질 면에서 안전하고 검증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씰 사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없음
• 참여 기업은 Confianza 규약에 따라 법률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
거래자의 투명성, 결제 보안, 광고 및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규범적인 요구
사항도 함께 준수
19) https://www.confianzaonl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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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씰이 부여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소비자는 Confianza Online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Confianza Online은 자체 규약에 따라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20)‘에 착수
• Confianza Online은 설립 후 18년 동안 전체 클레임의 70%인 7만 개에 달하는 클레임이
평균 10일 이내에 해결
(위반 대책)
▶ 규제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활용의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철회 등의
조치가 가능

(3) 통신 분야
① 호주 통신산업 옴부즈맨(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TIO)21)
(개요)
▶ 호주 통신산업 옴부즈맨(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TIO)은 호주 통신법22)에
의거하여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자발적 대응을 위해 호주 3개 주요 통신사업자가 주축이
되어 1993년에 설립된 업계 단체로, 현재 3개 통신사업자 외에 다양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임대망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참여
• 호주 내 모든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TIO에 가입해야 하며(통신법 128절, 132절),
통신사업자로서 TIO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TIO는 해당 통신사업자의 정보를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에 전달되어
통신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동 법은 통신 서비스 인허가권 취득을 조건으로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옴부즈맨 제도 설립 및 운영 기금을 부담해야 함
▶ 호주 내 주파수 면허를 보유한 주요 3개 사업자들은 다양한 소비자, 민간 기구 및
정부 관련 부처들로부터 자문을 얻어 TIO 제도(Scheme)를 개발
• TIO 제도는 ACMA이 승인한 ‘통신 소비자 보호 산업 규약(Telecommunications
Consumer Protection Industry Code)’에 따라 운영
20) 법원의 소송이 아닌, 협상, 화해, 조정 중재 등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
해결 방식
21) https://www.tio.com.au/
22) The Telecommunications Ac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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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산업계와 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험을 갖춘
1명씩의 인사와 1명의 의장으로 구성
• TIO는 비용 충당 방식(cost recovery basis)으로 100% 산업계 기금에 의해 운영
▶ TIO는 고객 불만 관련 통계와 유형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불만
접수 사항에 관한 결정과 권고안을 웹사이트 상에서 공개
•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불만 문제를 우회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산업계
측면에서는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보

(위반 대책)
▶ TIO는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고객 불만 사항을 조사하여 시스템상의
문제23)를 분석
▶ TIO는 ACMA로부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부당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최대 5만 호주달러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② 미국 무선통신산업협회(CTIA) IoT 인증
▶ 미국 정부는 IoT 보안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방식보다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통한 기술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은 NIST 규격을 토대로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운영
• 미국 통신업계의 대표적 산업 단체인 무선통신산업협회(Cellular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ssociation, CTIA)의 경우, IoT 기기 보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24)를 운영하며 IoT 기기 보안과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을 도모
▶ 2018년 8월에 발표된 Version 1.0 문서25)에 따르면, CTIA의 IoT 사이버보안 인증
프로그램은 기능 구현의 난이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 1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인증 요구 단계이며, 다음 단계의 인증 수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의 인증 요구 항목과 함께 각 단계별로 부가되는 추가 요구 항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인증 요구항목 현황은 다음과 같음

23) 상당수의 가입자(significant number or a class of end users)에게 적지 않은(not trivial) 불편을 초래한 사업자의
시스템, 프로세스 관행 등과 관련된 문제
24) CTIA, IoT Cybersecurity Certification Program Management Document- Version 1.0, 2018.10
25) 2019년 5월 Version 1.1 업데이트 문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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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_미국 CTIA IoT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요구 사항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준수 사항
Ÿ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정책, 기기상 비밀번호 관리 규정 준수, 사용자별 기기 접근
제어 기능, 감사 로그 수집 및 통합관제시스템 전송

Ÿ 다양한 암호화 통신 표준 지원, 다인증요소 로그인, 통합관제시스템의 기기 원격 제어,
부팅 시 외부 공격 가능성 차단 메커니즘, 비정상적 또는 악의적 활동 로그 기록

Ÿ 디지털 서명 생성 및 유효성, 저장 데이터 암호화, 보안설계내재화

③ 일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CDS) IoT 인증 프로그램26)
▶

일본의

산관학

연계

비영리

단체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onnected

Consumer Device Security Council, CCDS)27)는 사이버 보안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용 IoT 기기의 공통 및 제품별 고유의 요건 충족 여부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 중
• 인증제도 운영 외 주요 활동으로는 ▲생활가전 보안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조사와 해외
협력 ▲보안 기술 개발, 보안 설계 프로세스 개발과 검증 방법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생활 가전 검증 환경 정비/운용 관리 및 검증 사업, 보안 관련 인재 육성과
홍보 보급 활동 등
• 특히 인증제도의 보급 확산을 위해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정부 보안 대책 수립 시
인증마크를 통한 보안을 강조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
▶ CCDS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별표의 개수로 보안 대책
수준을 나타내는 3계층 모델 제시
• 공통 인증(Level 1)은 2019년 10월부터, 제품별 인증(Level 2/3)은 2020년 4월부터 각각 적용
▶ CCDS는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손해보험 Japan 등과 연계하여 일본 최초로 IoT
기기보험 인증제도를 제공 중으로, CCDS 보안 마크가 부여된 모든 제품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해당 기기의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보상

26) https://www.ccds.or.jp/
27) IoT 기기 사이버보안 관련 조사, 가이드라인 및 보안기술 개발과 IoT 인증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1.4월 시점 213개 조직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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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_일본 CCDS IoT 인증 개요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광고업계 사례에서 나타난 자율규제인 디지털광고책임성 프로그램과 전자소매
자율규제프로그램 등은 자정적인 조치에 따른 규제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을 관장하는 규제 기관으로 이첩
• 이는 자율규제가 지니는 태생적인 한계를 정부 당국의 행정적인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해당 자율규제 기관의 참여 기업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활용
▶ 인증제도는 등급제를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보다 기업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 노력을 자발적으로 참여케 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자율규제 수단
• 최근에는 보안 위기가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있는 IoT 기기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인증제도 도입이 활발한 상황
• 일본의 경우 인증제도가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인증서 확보 기업에 대한
육성책이나 인증제도 홍보 등을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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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의 Confianza Online, 호주의 통신산업 옴부즈맨, 인도의 디지털콘텐츠 불만
처리 위원회(DCCC) 등은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해 자율규제 기구가 중재 절차를
마련하여 직접 분쟁 해소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 사례
• 자율규제 기구의 분쟁 중재 역할은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소비자 전담 업무가 취약한 중소 규모의 기업 입장에서는 소속 단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피해 구제 절차와 전문적인 소비자 대응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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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B Europe의 정당한 이익 평가(LIA) 수행 가이드 주요 내용

[ 요 약 ]

1. 개요
IAB Europe이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를 고려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 절차(legitimate interests assessments, LIA) 이행을 위한 가이드를 발행

2. LIA 1 단계: 목적 테스트
LIA의 첫 단계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이며, 이 과정에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사업자가 추구하는 목적 및 편익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함

3. LIA 2 단계: 필수성 테스트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정당한 이익을 구체화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그 목적에 필수적(necessary)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4. LIA 3 단계: 밸런싱 테스트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정당한 이익의 추구 혹은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더라도,
그 이익보다 정보주체의 이익 혹은 기본적 권리·자유가 더 우선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절차 필요

5. 결론 및 시사점
LIA는 정해진 공식이 없는 절차인 만큼, 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숙련된 프라이버시 전문가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EU법(GDPR, e프라이버시지침 등) 및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타
참고 자료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 유럽권 인터넷 광고업계 연합기구인 IAB Europe(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Europe)은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를 고려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익 평가 (legitimate interests assessments, LIA)’ 절차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행(’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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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GDPR에 규정된 여섯 종류의
법적 근거(동의, 계약, 법적 의무, 중대한 이익, 공익, 정당한 이익) 중 하나28)이며,
광고업계 입장에서는 조건부로나마 이를 ‘동의(consent)’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정당한 이익은 여타 법적 근거와는 달리 특정 목적(계약 이행, 법적 의무 준수, 중대한
이익 보호, 공적 업무 수행 등)을 전제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와 사업자 사이에
명시적·구체적인 합의(동의)를 요하지도 않음
- 따라서 정당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큰 법적 근거이며,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인
목적을 지닌 어떠한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든 적용될 여지가 있음29)

GDPR 제6조제1항제(f)호
1. 개인정보 처리는 다음 각호 중 적어도 하나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다:
---- 중략 ---(f) 컨트롤러나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단, 개인정보 보호를 요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적 권리·자유가 그 같은 이익에 우선할
경우는 예외이며, 정보주체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그러나 정당한 이익을 활용하려는 사업자(컨트롤러)는 개인의 권리/자유/이익과 자신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서 사전 비교 평가(LIA)를 수행하는 부담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며,
이에 동 보고서는 LIA 수행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제시
- 정당한 이익 관련 GDPR 조문(제6조제1항제(f)호)30)에 따라 LIA는 크게 ①목적 테스트,
②필수성 테스트, ③밸런싱 테스트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그 최종 결과(즉, 정당한 이익의 활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LIA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특정 방향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제반 여건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자는 GDPR 제5조제2항 및 제24조31)의 설명 책임(accountability obligation)
준수를 위해 LIA 수행 과정에서의 검토 및 의사결정 내용을 상세히 문서화해야 하고,
그 문서는 외부 기관(개인정보 감독기구 등)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함

28) GDPR은 민간 영역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투명·적법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
29) 설령 특정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사소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격이라 해도 정당한 이익의 범주에서 원천 배제
되는 것은 아님
30) GDPR 제6조 처리의 적법성
31) GDPR 제5조 제2항 책임성, 제24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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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_LIA 수행 단계별 평가 내용
구 분
목적 테스트
purpose test

필수성 테스트
necessity test

밸런싱 테스트
balancing test

내 용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이 컨트롤러나 제3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주체도 포함), 혹은 양자 모두의 정당한
이익을 반영하는지 판단
해당 개인정보처리가 정당한 이익이라는 목적 추구 혹은 달성에
필수적/비례적인지, 그리고 그 방법보다 덜 침투적인 여타의
대안은 없는지 판단
정보주체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정보주체의 기본적 이익이나 자유/권리가 그 정보처리를
통해 추구되는 정당한 이익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한편, LIA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32)도 필요할 경우33), 가급적 DPIA를 먼저 완료하여 그 결과를 LIA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DPIA는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로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절차이고, LIA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이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보다
더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님
- 따라서 DPIA에서 도출된 결과 중 특히 잔여 위험(residual risk: 위험 통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위험) 같은 항목은 LIA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DPIA가 원래 계획에 없었다 해도 LIA에서 중대한 위험이 식별된다면
그때부터라도 DPIA 수행을 검토해야 함

2. LIA 1 단계: 목적 테스트
▶ LIA의 첫 단계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이며,
이때 정당한 이익이란 사업자 자신의 이익일 수도 있고 어느 제3자(기업, 단체, 개인,
사회 등)의 이익일 수도 있음
• 정당한 이익의 존재를 밝힐 때는 일반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의 이익이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사업자가 추구하는 목적 및 편익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32) IAB Europe은 GDPR 기준 DPIA 가이드도 이미 발행한 바 있음
33) 디지털 광고 및 실시간 경매(real-time bidding) 시스템의 여러 사례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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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_목적 테스트 수행 시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예시)
개인정보 처리의 맥락을 사실에 기초해 설명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및 법적 근거에 관한 안내를 어떤

Step 1
개인정보 처리의 맥락

방식으로 받게 되는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전달이 합당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루어
지게끔 담보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이나 조치를 도입하는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 혹은 거부할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안내 받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사업자 및 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의
-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달성코자 하는가?
- 사업자의 이익은 무엇인가?
- 고객의 이익은 무엇인가?
Step 2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 기타 상업적 관계자(퍼블리셔 등)의 이익은 무엇인가?
- 정보주체, 특정 커뮤니티, 혹은 사회 전체의 이익은 무엇인가?
-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가?
- 상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편익의 실현 가능성과 가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정당한 이익에 관한 판례법이나
선례를 검토했는가?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관련해 단순히 ‘광고 노출’, ‘수익 창출’, ‘광고 효과 측정’ 정도의
막연한 설명으로는 ‘특정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이익의 존재를
납득시킬 수 없음34)
- 광고 효과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LCA35) 방식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하여
퍼블리셔별 성과를 파악’ 식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며, 이때 ‘복수의 퍼블리셔를
병용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LCA 데이터 분석 모델을 통해 광고 효과 예측 20% 개선’
같은 상세 설명도 동원 가능
- 편익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타겟 광고는 퍼블리셔에게 유익함’ 식의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을 통해 누구에게 무슨 편익을 제공하는지 밝혀야 함

34) 굳이 해당 처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광고를 송출하거나, 돈을 벌거나, 광고 효과를 개선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
35) last click attribution, 구매전환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클릭을 유발한 광고 매체의 성과를 100% 인정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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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타겟광고 기술 중 광고빈도 제한(frequency capping)에 관해 설명할 경우 ▲개별
광고의 지나친 반복 노출을 차단해 이용자 경험 개선, ▲이용자 경험 개선에 따른
퍼블리셔 이익 증대, ▲이용자별 광고 노출 최적화를 통해 광고주의 마케팅 효율 개선
등 구체적인 편익을 제시해야 하고 정량적 혹은 객관적 분석으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어야 함(공신력 있는 관련 보고서 등을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또한 정당한 이익은 문자 그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만 적용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위법적인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활용 불가
- 일반적으로 마케팅 자체는 정당한 목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스팸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반대로,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성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성격을
지닐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음36)

3. LIA 2 단계: 필수성 테스트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정당한 이익을 구체화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그 목적에 필수적(necessary)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여기서 필수성이란 그 처리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목적 달성에 적합하면서도 비례적이고, 그보다 덜 침투적인 여타의 대안은 없는
성격’이어야 한다는 의미
- 즉, 사업자는 필수성 테스트 수행 시 정직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해당 처리 행위가
정당한 이익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처리가 정당한 이익에 비추어 볼
때 비례적인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를 더 적게 활용하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는(혹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의 여러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따라서 예컨대 위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라면 ‘굳이 소수점 5자리 GPS
좌표가 필요한가? 그보다 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할 여지는 없는가?’ 식의 질문을
스스로 제기해야 함
36)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의 정당한 이익 관련 가이드에서는 ‘사기 청구 탐지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희망하는 보험회사’의 사례로 이를 설명. 이 경우, 사기 청구를 적발하는 것은 사측의 정당한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고객 및 일반 대중의 정당한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는 목적 테스트를 완료하고 필수성
테스트와 밸런싱 테스트를 진행 가능

- 27 -

21년 5월 월간(3)

- 또한 그 개인정보 처리에 공유 행위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공유가 왜 필요하고,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며, 그 가운데 익명화 가능한 정보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 로데이터(raw data)를 수개월 혹은 수년간 보관할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더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야 함
- 이는 결국 해당 처리 행위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여 그 방식이 타당함을 (가급적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과정이며, 만약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원래
계획했던 개인정보 처리는 필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표3_필수성 테스트 수행 시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예시)
더 적은 개인정보로 목적 및 이익을 달성할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 덜 침투적인 대안으로는 어떤 것을 고려하고 또 배제했는가?
그 방법들 대신 지금의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Step 1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했는가?(DPIA를 미리 수행해 둔 상태라면
개인정보 최소화 절차는 이미 완료됐을 것임)
- 해당 처리가 개인정보 공유를 포함할 경우, 대상 개인정보 각각을
굳이 그 형태로 공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해당 처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임을 입증
- 목적 테스트에서 밝힌 이익 혹은 편익의 실현과 관련해 해당

Step 2
필수성 논거 확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개인정보 처리의 각 측면(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보유 기간
등)을 의도된 목적 및 이익과 연관 지어 정당화할 수 있는가?

4. LIA 3 단계: 밸런싱 테스트
▶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정당한 이익의 추구 혹은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법적

근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보다

정보주체의 이익 혹은 기본적 권리·자유37)가 더 우선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

37) 이때 개인의 이익, 권리, 자유란 일반적인 의미의 이익 및 기본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개념임을 인지해야 함. GDPR 전문 제7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의 자유/
권리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는 신체적, 재무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종류의 영향이라도 해당될 수 있음
(각종 권리 행사에 발생하는 제약, 개인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통제권 상실, 각종 사회적/경제적 불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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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밸런싱 테스트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에 견주어 ‘그 처리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영향’이 비례적인지(즉, 합리화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하는 일종의 약식
위험평가이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보주체의 이익과 권리 보호가
특히 더 중시됨
- 이에 밸런싱 테스트 시에는 우선 해당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잠재적 위험과 영향38)을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상세히 검토해야 하며, 이때 특히
‘그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합리적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유의해야 함
- 정보주체의 합리적 예상이란 어느 특정 개인이 실제로 예상하는 바가 아니라, 그
개인정보 수집의 시점과 맥락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바를 의미함
- 특정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자와 정보주체가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자가 자사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그 행위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움
- 또한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는 프라이버시 안내의 내용,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기간, 사업자가 종전부터 개인정보를 활용해온 방식(혹은 그에 동원해온 기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GDPR 전문 제47항
컨트롤러(해당 개인정보의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포함)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컨트롤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바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 혹은 기본적 권리·자유가 우선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은, 예컨대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의 고객이거나 피용인인 경우처럼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에 타당하고 적절한 관계가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정당한 이익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의 시점 및 맥락에서 그 같은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이익과 기본권은 특히 정보주체가 추가적 개인정보 처리를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할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컨트롤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다.
---- 중략 ---- 사기 방지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의 개인정보 처리 또한 해당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직접 마케팅(direct marketing)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38) 해당
발생
측의
금융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개인정보의 성격을 감안하여 식별한 각각의 위험에 대해 ‘위험 수준(risk level =
가능성 X 발생 시 영향의 심각도)’을 평가해야 함. 단, 일부 위험의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의 특성이나 사업자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광고 영역에서 ID 도용이나
사기 같은 범죄는 대체로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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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합리적 예상 가능 여부 외에도 개인정보의 성격, 위험에 대한 관리 및 안전조치
수준 등 기타 요인 역시 정보처리 행위의 타당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민감한 정보39)를 다룰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보다 개인의 권익이 더 중시될 수 있고,
정보 보안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에 더 설득력이 실릴 수 있음
• 이상의 제반 요인을 고려해 정당한 이익을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과 비교한 후,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동의 등 여타 법적 근거를
택하거나 정보처리 방식을 수정해 사업자/정보주체 사이의 이익 밸런스를 개선해야 함

5. 결론 및 시사점
▶ LIA는 정해진 공식이 없는 절차인 만큼, 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숙련된 프라이버시
전문가(주로 변호사)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EU법(GDPR, e프라이버시지침 등)
및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타 참고 자료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IAB Europe은 조언
• 예를 들어, 정당한 이익을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GDPR 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
- 이에 밸런싱 테스트 시에는 우선 해당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잠재적 위험과 영향40)을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상세히 검토해야 하며, 이때 특히
‘그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합리적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유의해야 함
- GDPR 전문 제47항은 정당한 이익을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사례로 사기 방지와 직접 마케팅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목적을 지닌 개인정보
처리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주체의 권익이 컨트롤러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
- 또한 직접 마케팅은 e프라이버시지침이나 GDPR에 정의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넓은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직접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면 e프라이버시 지침의 관련 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함

39) GDPR 제9조에 예시된 특정 범주 개인정보(처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정보라 해도 그 정보의
성격, 활용 목적, 여타 데이터와의 결합 여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제 민감도는 높아질 수 있음
40) 해당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개인정보의 성격을 감안하여 식별한 각각의 위험에 대해 ‘위험 수준(risk level =
발생 가능성 X 발생 시 영향의 심각도)’을 평가해야 함. 단, 일부 위험의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의 특성이나 사업자
측의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광고 영역에서 ID 도용이나
금융 사기 같은 범죄는 대체로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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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에 따르면,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제반 요건(GDPR 제13조 및 14조의 통지 의무 포함) 충족을 전제로
정당한 이익에 기초해 시행될 여지가 있으나 ‘계약 이행(GDPR 제6조제1항제(b)호)’41)을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함
-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ID 도용 실제 피해부터 불쾌감 같은 감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일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당연히
전자이지만 후자에 대한 고려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경감할 수 있으며, 쿠키를 활용할 때는
관련 통지 요건에 유의해야 함

Reference
1. IAB Europe, GDPR Guidance: Legitimate Interests Assessments (LIA) For Digital Advertising,
2021.3.25.
2. ICO, Lawful basis for processing - Ligitimate interests, 2018.3.22,
3. TaylorWessing, ICO guidance on legitimate interests and draft guidance on DPIAs under GDPR,
2018.4.23.

41)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계약 전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됨. 광고의 경우, 예를 들어 콘텐츠 생산 및 제공을 재정적으로 간접 지원하는 성격일 뿐 계약 이행 자체에 필요한
요소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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