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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트렌드
(1) 개념
▶ (정의) 메타버스(metaverse)는 첨단 가상·증강현실 및 데이터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이 영위되며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공간
•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접두사인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 확장현실(XR)에서 참여 주체들 간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는 또 다른 현실세계로,
실재하는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이 발생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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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메타버스는 ▲기술과 이용자 간의 관계 ▲기술과 현실과의 관계 2개 축의
스펙트럼 내에서 동태적으로 변화 중
• 미국의 가속연구재단(ASF)은 양축의 상호작용에 따라 메타버스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 logging) ▲미러월드(mirror world) ▲가상세계(virtual reality)의 4가지
영역으로 개념화1)
그림1_메타버스의 개념과 속성

출처: 가속연구재단, 넥스텔리전스(주) 가공

(2) 확산 동인과 발전 양상
▶ (확산 동인) 메타버스 서비스의 확산은 산업기술·사회·문화 측면의 다양한 변화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작용에 기인
• 산업기술 측면에서는 게임 산업이 주축이 되어 콘텐츠 구현 기술, 5G 인프라 확산, VR/AR
단말기 보급 확산 등의 제반 환경이 개선
• 사회적 측면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촉진과 치열한 현실 경쟁사회의 대안적
사회 창출을 위한 현대인의 새로운 안식 공간 수요 환기
•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보다 다이내믹한 표현 방식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수요와 함께 개인의 콘텐츠 창작 주체로서의 영향력 강화
▶ (발전 양상과 특징)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사실적으로 투사하나(mirroring)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을 지향
• 기술적인 개념에 한정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ixed Reality) 및 확장현실(Extended Rality)과는 달리, 메타버스는 이러한 기술적인
특성을 지닌 플랫폼 내에서 참여자들 간에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이 역동적으로 발생되는 공간
1)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Metaverse Roadmap- Pathways to the 3D Web,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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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최근의 메타버스는 플랫폼 공간 내
콘텐츠(아이템)를 이용자가 직접 개발도 하고 여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콘텐츠의
공급과 거래의 주체가 이용자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요 특징으로 관찰되고 있음

(3) 산업구조와 트렌드
▶ 메타버스 산업은 하드웨어(칩/부품·기기), 소프트웨어(개발툴/솔루션·콘텐츠, 제작/ 배급·서비스),
네트워크(통신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밸류체인으로 구성
그림2_메타버스 밸류체인 구성

출처: 넥스텔리전스(주)

▶ 밸류체인 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위 산업 내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표1_ 메타버스 주요 밸류체인 내 산업 트렌드
밸류체인

트렌드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게임 이용자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GPU의

칩 설계 및 제조

영향력과 함께 실감 기능 구현을 위한 AP 개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
※ G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NVIDIA의 GPU 프로그래밍
플랫폼인 CUDA는 AI 훈련 표준 기술로 정착

메타버스용 XR 기기는 VR을 중심으로 빠른 보급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드웨어
VR 기기

특히 B2C 시장에서의 보급형 제품 공급이 활발
※ Facebook은 ‘20년 이후 Oculus Quest2를 200달러 대의 보급형으로 가격으로 출시

AR 기기

산업, 방위 분야를 중심으로 MS의 HoloLense 등 대규모 공급 개시
※ 미국 육군(US Army)과 220억 달러의 홀로렌즈2 공급 계약을 체결

Unreal, Unity 등 3D 엔진 전문 개발사들이 주축이 되어 초실감형 3D
3D 엔진
소프트

이미지의 사실감을 강화
※ Unreal은 오픈소스 기반 고품질 3D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엔진인 Unreal
Engine 5 공개(‘21.5)

웨어
콘텐츠
제작·배급

크로스 플랫폼용 실감 콘텐츠와 컴퓨터 그래픽 및 VFX(Visual Effects)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 Survios는 Oculus, Vive, Playstion VR, Steam VR용 크로스 플랫폼 게임 제작 주력

출처: 넥스텔리전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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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서비스 현황
▶ (Roblox) 전 세계 1.6억 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소셜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블록으로 구성된 3D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인들이 소통하며 놀 수 있는
Z세대2)들의 공간
• Roblox 내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약 4,000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
• Roblox는 개발도구나 3D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자(Developer)와 액세서리, 스킨, 이모티콘 등
아이템 제작자(Creator)들도 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내에서는 가상화폐인 Robux를 매개로 아이템 거래와 각종 경제 활동을 지원
▶ (제페토)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로 AI 얼굴 인식과 AR 등을
이용한 아바타 소셜 플랫폼
• 공식 맵과 이용자가 제작한 크리에이터 맵 두 종류의 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연령층은 주로 10대로 전체 이용자의 80%를 차지
• 팬덤 및 셀렙 마케팅과 함께 저비용으로 가상공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을 통해 Z세대 이용자층 급속히 확산
• 제페토(Zepeto) 내에서는 실세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Zem과 제페토가 요구하는
간단한 미션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Coin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주요 거래 수단으로 삼고 있음
•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창작자들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의류나 액세서리 등의 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
▶ (Facebook Horizon) Facebook은 ‘19.9월 이후 아바타를 활용한 VR 기반 소셜 미디어인
Horizon을 초대 기반으로 운영 중
• Oculus VR 헤드셋 단말기와 컨트롤러를 통해 풀 3D 모션를 사용하여 Horizon 내 다양한
참여자들과 상호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
※ 독일 정부의 경우 Facebook이 Oculus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해 Facebook 계정 이용을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 ’20.9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이용자들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느낄 만한 공간이나 게임을 만든 뒤 해당 가상공간에
광고판을 세우거나, 가상의 매장을 만들어 수익도 창출
▶ (Microsoft Mesh) Microsoft가 제시한 XR 기반 디지털 협업 플랫폼으로, 3D 홀로그래픽
환경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교육·설계·디자인·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실행
2) 1996년~2010년에 태어난 세대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10대 시절을 보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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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를 기반으로 구축된 Mesh를 통해 사용자는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음
※ 비영리단체 OceanX는 MS Mesh와의 협력으로 구축한 Holographic Labo를 통해 전 세계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있는 해양 생물 모델과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연구자와 가상현실
공간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3)

▶ (NVIDIA Omniverse) 개발자들과 크리에이터들이 현장과 원격지에서 공동으로 3D 빌딩
디자인의 반복처리, 3D 애니메이션 장면 수정, 자율주행차 설계 등의 작업을 위한
협업을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
• ‘20.5월 서비스 공개 이후 현재 베타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건축, 미디어, 설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구독형 기반 3D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예정
표2_ 메타버스 주요 서비스 현황
밸류체인

트렌드
• 소셜 기반 3D 아바타 가상세계

Roblox

• 개발자와 아이템 제작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개발
도구나 아이템 판매를 통해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
• 주 이용자층은 초등학생

• 가입자 수 1.6억 명
• 4,000만 개 이상 게임
등록

• AI 얼굴인식과 AR을 이용한 소셜 기반 3D 가상세계

엔터테인
먼트

현황

제페토

• 팬덤 및 셀렙 마케팅과 함께 명품 브랜드의 플랫폼
입점을 통한 이용자층 충성도 강화

• 가입자 수 2억 명

• 주 이용자층은 10대
Facebook
Horizon

• VR 헤드셋(Oculus)을 활용한 VR 기반 소셜
미디어
• 풀 3D 모션을 사용하여 Horizon 내 상호동작 수행

• 초대 기반의 베타 버전으로
운영 중

• Azure 클라우드를 활용한 XR 기반 디지털 협업
Microsoft
Mesh

플랫폼
• 3D 홀로그래픽 환경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교육, 설계, 디자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 해양 생물학자들을 위한
가상 공동 연구 환경 개발 중

협업을 실행

업무

•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 대상 3D 시뮬레이션 기반
NVIDIA
Omniverse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 건축·설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제품 디자인,

• 베타 테스트 진행 단계
• 향후 구독성 서비스 예상

3D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의 3D 애플리케이션 제공
출처: 넥스텔리전스(주)

3) VR World Tech, Microsoft Mesh promises mixed reality revolution for collaboration,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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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1) 새로운 유형의 민감 개인정보 생성과 처리4)
▶ 메타버스 서비스는 센서,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정보 수집 기술의 집합체로 각각이
고유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및 완화를 위한 기술 및 제도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함
• 메타버스 내 참여자들 간의 현실세계를 표방한 활발한 상호작용은 여타 서비스와는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음
• 3차원 공간 내 가상의 요소로 구성된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용자가 제공한
기초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이후 가상환경과 상호 동작을 하며 사용자가 생성하는 새로운
피드백 데이터 스트림을 지속적으로 생성
• 이렇게 생성된 정보에는 신상 및 인구통계정보와 함께 위치, 동선, 생체정보 등이 포함
• 또한, 시선 추적이나 신경 신호를 해석하는 BCI(Brain-Compute Interface) 기술 등의 첨단
기능 역시 새로운 소비자 데이터 수집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게 됨
•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은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민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AR/VR
기기와 결합될 경우 개인 이용자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노출하거나 추론해 낼 수 있음
※ 제페토의 경우 자신의 얼굴을 촬영해 아바타를 생성하므로 얼굴 원본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메타버스 내 금융 거래를 위한 개인정보 등록
▶ 현실세계를 표방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는 다양한 경제 활동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별한 개인정보 관리책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따라야 함
• 메타버스는 플랫폼 내 다양한 아이템과 서비스 재화 거래 발생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개인
계정정보와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국내 베이비시터 매칭 서비스인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하지 않아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21.6)

• 또한, 메타버스 내 암호화폐 활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5),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기술적인 이슈가 존재
※ 미국의 경우, 가상공간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게임 내 통화를 가상화폐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할 경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나 사회보장 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
등록을 필수화하고 있음6)
4) ITIF, Balancing User Privacy and Innovation in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2021.3.4
5) 국내에서는 아직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암호화폐의 게임 플랫폼 내 사용에 대해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서비스
허가를 의미하는 ‘등급 분류’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
6)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Certain Business Models Involving Convertible Virtual Currencies,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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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7)
▶ 국내에도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규정과 해당 기기에서 발생되는
개인 관련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상 HMD, 웨어러블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제2조의7)를 의미함
• 이 정의를 따를 경우 HMD와 같은 소비재 착용형 기기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들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기기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보안 조치 강구 및 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절차와
요건의 의무를 부과하기어려움(제25조제6항~제8항)
•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제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 이용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법제 개편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의무는 이용자의 서비스 몰입도와
상충될 수 있음
•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실세계의 개인적 특성을 초월한 캐릭터가 구현되는 환경을 통해
이용자의 몰입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22조제6항)
• 로블록스와 같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서비스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이용자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절차마다 부모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아동의 메타버스 몰입 경험을 크게 반감시킬 수 있음
• 아울러, 메타버스 서비스가 해외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8)에도 국가마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한 고려도 수반되어야 함

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2017.4 참조
8) 미국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의 경우, 상업용 사이트가 12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수집 방침을 부모에게 공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 공개 가능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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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경 간 데이터 이동
▶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들이 단일 메타버스 플랫폼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로

인한

일률적인

규제

적용의

어려움과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
• 로블록스, 제페타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메타버스는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초국가적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각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수준의 차이와 상충된 규제 체계로 인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따른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재
• 나아가, 국내의 경우 자국법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에 대해 상충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고지 후
동의’를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의무화(제39조의12제3항)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동 법 위반 시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계약의 체결은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9)
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면제
• 메타버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특성상 상대국
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 적용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6) 위치정보 활용10)
▶ 현실세계의 주요시설물(POI)이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메타버스 서비스의 경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규제 이슈가 발생
• 물리적인 실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AR 기반 메타버스는 다양한 위치정보와 디지털
정보간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받게 됨
•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제15조제1항)하고 있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이슈가 될 수 있음
• 또한, 실세계의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게 될 경우, 해당 메타버스 사업자는
9)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20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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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업 영위를 위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제9조), 신고를 필한 메타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매회 해당
개인에게 제공 일시와 목적 등을 즉시 통보해야 함(제19조)
• 메타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복합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나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신규 혁신 서비스를 고려한 신고 주체와 위치정보 보호 의무 이행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한 상황

3. 결론 및 시사점
▶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최근
산업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화가 촉진됨에 따라 업무 영역에서의 실험적 적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 중
•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을 넘나드는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생시키며 동태적인 양상으로 변화 발전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 프레임워크에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남기게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법제 분야에서는 서비스 구현의 전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개인과 관련된
복합적인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위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요청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메타버스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XR 기기에
대한 별도의 조문 개정이 필요
• 또한, 메타버스 서비스 초창기의 방대한 이용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 이용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메타버스 서비스 몰입 경험 간의
균형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절차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청
•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는 국경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과
사업자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상호주의와 동등 규제 원칙에 입각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적용과 국제 간 공동 규제 수준 강화를 위한 공조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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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추진동향

[ 요약 ]

1. 개요
- 유럽연합이 포괄적인 GDPR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연방차원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없는 상황이지만, 주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입법화를 활발히 진행

2. 미국 주요 주(州)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현황과 특징
(1) (캘리포니아주) 미국 주중에서 첫 번째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을 시행 중으로
이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 제정을(‘20.11) 완료하고 ‘23.1월부터 시행 예정
(2) (버지니아주)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VCDPA)’을
제정하고(‘21.3), ’23.1월부터 시행 예정
(3) (콜로라도주) 미국에서 세 번째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PA) 제정을(‘21.7) 완료하고
‘23.7월부터 시행 예정
(4) (이외) 매사추세츠,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등 ‘21.6월 말 기준 23개 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

3.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 캘리포니아는 현재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이 시행 중인 가운데, 보다 규정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이 버지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VCDPA)’과 조항이 유사
- CCPA 및 CPRA는 개인정보를 통제·처리하는 사업체를 서비스제공업체, 계약업체 등으로
정의하는 반면, VCDPA는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이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용어를 사용
- CCPA 및 CPRA는 개인소송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VCDPA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주별로 개인정보보호 입법화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는
기관 및 기업은 미국의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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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유럽연합(EU)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해 시행한(‘18.5월)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화를 활발하게 진행
• ’95년에 제정된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체한
EU 일반법 GDPR은 개인정보 규제 당국의 권한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
• GDPR은 EU 내 운영 중인 사업체뿐만 아니라 EU 역내 시민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기관과
기업에 심대한 영향력을 끼침
▶ 반면,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연방차원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화를 추진
• 캘리포니아주는 ‘18.6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 제정(’21.1.1 시행), ‘20.11월에는
CCPA를 대체할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을 제정(’23.1.1 시행)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 버지니아주는 ‘21.3월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VCDPA)*을 제정(’23.1월부터 시행)
*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 콜로라도주는 ‘21.7월 개인정보보호법(CPA)*을 제정(’23.7월부터 시행)
* Colorado Privacy Act

• 이외에도 미국 23개 주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발의*되어 입법화 시도
* 매사추세츠,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4개 주는 논의 중이며, 나머지 16개 주는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거나 회기 내 통과 실패(아래 그림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주)

그림1_ 미국 주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입법화 추진현황11)

출처: IAPP

11) https://iapp.org/resources/article/us-state-privacy-legislation-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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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주요 주(州)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현황과 특징
(1) 캘리포니아주(CCPA 및 CPRA)
▶ (CCPA)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을 제정하고
(‘18.12), ’21.1월부터 시행 중
• 캘리포니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연간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50,000명 이상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통제·
처리하거나, 총 매출 중 개인정보 판매 부문이 50%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적용
• 개인정보 관련 알권리, 접근권, 삭제권, 개인정보 이동권, 판매 거부권 등 규정

그림2_ CCPA의 적용 대상 사업체12)

연간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영리
사업체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수단
결정

연간 5만 명

캘리포니아 내
사업 활동

소비자
개인정보 처리

CCPA
적용사업체

연간 매출 중
개인정보 관련
50% 이상

출처: kofirm.com

▶ (CPRA) CCPA의 조항을 개정·강화한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을 제정하고(‘20.11),
’23.1월부터 시행 예정13)
• 캘리포니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연간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100,000명 이상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하거나, 총
매출 중 개인정보 판매나 공유 부문이 50%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적용
• 개인정보 관련 알 권리,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개인정보 이동권, 판매 및 공유 거부에
관한 권리, 민감한 개인정보 이용과 공개 제한에 관한 권리 등 규정
※ CCPA와 CPRA의 상세 내용은 본고 ‘제3장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참조

12) https://kofirm.com/ccpa-california-consumer-privacy-act-need-to-know
13) IAPP, 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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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지니아주
▶ 버지니아주는 미국 주 중에서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VCDPA)14)’을 제정하고(‘21.3), ’23.1월부터 시행15) 예정
• 버지니아 주민을 대상을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연간
100,000명 이상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하거나, 총 매출 중 개인정보 부문이 50%
이상이면서 최소 25,000명의 개인정보를 통제·처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적용
▶ VCDPA는 소비자의 권리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정정, 삭제의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거부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의무사항 규정
※ VCDPA의 상세 내용은 본고 ‘제3장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참조

(3) 콜로라도주
▶ 콜로라도주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콜로라도 개인정보보호법(CPA)16)을 제정하고(‘21.7),
’23.7월부터 시행 예정
▶ CPA는 소비자의 권리로 소비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거부(Opt out), 접근, 정정, 삭제,
개인정보 복사본 획득 등을 규정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의무사항 규정
• 컨트롤러가 소비자의 권리 주장, 투명성, 목적 명시, 개인정보 최소화와 부차적 사용 방지,
불법적인 차별 방지 등 의무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
• 컨트롤러가 표적 광고,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판매,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등 소비자 피해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
▶ CPA는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음
• CPA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단체에 법률이 적용되는 반면 캘리포니아 및
버지니아의 법률은 비영리 단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 캘리포니아 법률과는 다르지만 버지니아의 법률과 유사하게 CPA는 직원이나 B2B
(Business-to-Business) 거래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 소송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CPA는 미국 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와 같은 특정 용어를 채택하고, EU의 GDPR 모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평가
요건을 포함

14) General Assembly of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2021.3.2.
15) IAPP, Virginia passes the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2021.3.3
16) The State of Colorado, Concerning Additional Protection of Data Relating to Personal Privacy,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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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는 컨트롤러에게 하위 프로세서에 대한 감사 권한, 삭제 권한 및 이의 제기 권한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 따른 프로세서에 대한 의무를 부과

표1_ 콜로라도주의 개인정보보호법(CPA)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 콜로라도 주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상용 제품·서비스
제공하는 법인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적용범위

- 연간 100,000명 이상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통제나 처리
- 개인정보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최소 25,000명의 소비자의

적용

개인정보를 통제·처리

범위
및

• 자연인 및 법인 수준의 적용 제외

제외

- Gramm-Leach-Bliley 법에 의해 규제되는 법인
적용제외

(단 HIPAA 규제에 따른 법인에 대한 제외는 없음)
• 개인정보 수준의 적용제외
- 비식별화된 정보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제되는 정보

접근권
(Right of Access)
정정권
(Right tof Correction)
삭제권
(Right to Delete)
개인정보 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 소비자는 컨트롤러가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소비자는 개인정보의 특성과 소비자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소비자 개인정보의 부정확성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소비자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소비자는 휴대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소비자가
방해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주체에 전송할 수 있도록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거부권
소비자

(Right to Opt Out)

- 타깃 광고
- 개인정보의 판매
- 소비자와 관련하여 법적 또는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파일링
• 소비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업의 조치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 행사 요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
응답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마감일을 추가로
45일 연장할 수 있음
이의제기권
(Right to Appeal)

- 기업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선택한 경우 최초 45일 응답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 행사 요청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컨트롤러는 접근이 용이한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해야 함
- 이의 제기가 거부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에게
이의 제기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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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컨트롤러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하고 명료한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내용은 다음 사항 포함
-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서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투명성 의무
(Duty of Transparency)

- 소비자의 권리 행사 및 이의제기 방법
- 공유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 공유하는 제3자 개인정보의 유형
•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타깃 광고를 위해 처리되는 경우 컨트롤러는
옵트아웃 메커니즘과 함께 개인정보 판매 또는 처리를 명료한 방식
으로 공개해야 함

목적명시 의무
(Duty of Purpose
Specification)
개인정보 최소화 의무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컨트롤러는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되는
명시적인 목적을 정의해야 함
• 컨트롤러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Duty of Data

개인정보 처리의 원래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을

Minimization)

제한하는 개인정보 최소화 정책을 제정

이차적 이용 금지 의무
컨트롤러

(Duty to Avoid Secondary

의무

Use)
주의 의무
(Duty of Care)
불법 차별 금지 의무
(Duty to Avoid unlawful
Discrimination)

•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컨트롤러는 원래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차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 컨트롤러는 주의의무를 갖고 개인정보를 저장·이용하는 동안 보안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방조치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규모, 범위
및 특성에 적합해야 함
• 컨트롤러는 소비자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민감 개인정보 관련 의무

•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Duty regarding Sensitive

동의는 자유롭게 제공되고, 구체적이고, 정보에 입각하고, 모호하지

Data)
개인정보보호평가
(Data Protection
Assessment)
개인정보처리계약
(Data Processing
Contracts)

않아야 함
• 컨트롤러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높은 활동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평가를 수행하고 문서화할 수 있음
•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의 계약에
따라 규율해야 하며, 이러한 계약은 기타 법적 의무와 함께 개인
정보 처리 성격, 처리 대상, 개인정보 유형 및 처리 기간을 포함
하는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명시적으로 엄격한 벌금 지침은 없으나,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사기성 거래 관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행

집행
(Enforcement)

처벌은 콜로라도소비자보호법(Colorado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적용을 받음
- 법률 위반에 대하여 사업체는 건당 최대 2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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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월간(2)
(4) 이외 주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현황과 특징
▶ 매사추세츠주는 개인정보보호법(Massachusetts Information Privacy Act)17)이 발의되어
(‘21.3) 의회의 위원회에서 심의 중
• 정보주체의 권리, 바이오인식정보 보호,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 법 집행을 관리하기 위해 주 개인정보위원회 신설
▶ 뉴욕주는 개인정보보호법(New York Privacy Act)18)이 발의되어 주 의회의 소비자보호
위원회에서 통과(’21.5)
• ‘데이터 수탁자(data fiduciary)‘ 개념을 성문화하여 컨트롤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신체적, 재정적, 심리적, 평판적 피해)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
• 영리조직, B2B(Business-To-Business) 사업체에 법률 적용
• GLBA(Gramm-Leach-Bliley Act)*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유형을 제시
* 일명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미국에서 1999년 11월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금융기관(소비자에게 대출, 금융 또는 투자 조언,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 고객에게 정보공유 관행을 설명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요구

▶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onsumer Privacy Act)19)’을 발의해 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1차 심의 가결(‘21.4)
• 컨트롤러가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평가를 최소 연간 주기로
수행해야 할 것을 규정
• 개인정보보호 평가에서 사이버보안 분석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위험을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

▶ 펜실베이니아주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Pennsylvania Consumer Data Privacy Act)20)’이
발의되어 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 중
• 소비자는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삭제, 사업체에서
사업 목적으로 판매 또는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요청, 제3자에 대한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할 권리 등을 규정

17)
18)
19)
20)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Massachusetts Information Privacy Act, 2021.3
Gibson Dunn, New York Privacy Act Update: Bill Out of Committee, Moves to Full Senate, 2021.5.21
North Carolina General Assembly, Consumer Privacy Act, 2021.4
Pennsylvania General Assembly, An Act providing for consumer data privacy,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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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월간(2)
• 전문적인 정보, 고용 관련 정보에 법률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 소송 권리를 규정하지만, 기업이 합리적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암호화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
• 개인의 소송 권리에 따라 소비자는 사고별로 100~750 달러의 법적 손해, 실제 손해 및 금지
명령 또는 선언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

3.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용어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임
• 캘리포니아는 현재 시행 중인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 보다는 규정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관리법(CCRA)이 버지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VCDPA)과 조항이 유사
• CCPA 및 CPRA는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하는 사업체를 서비스제공업체, 계약업체 등으로
정의하는

반면,

VCDPA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용어를 사용
• CCPA 및 CPRA는 개인소송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VCDPA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2_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구분

법안

버지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VCDPA)

개인정보보호법(CCPA)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

• 제정: 2021년 3월

• 제정: 2018년 6월

• 승인: 2020.11.3(주민투표)

• 시행: 2023.1.1

• 일부시행: 2020.1.1.

• 시행: 2023.1.1

발효/시행

• 전면시행: 2020.7.1
• 연간 최소 100,000명 이상
소비자 정보 처리

적용범위

• 최소 25,000명 소비자 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판매 매출
비중이 50% 이상
• 적용제외
- 주정부기관, 비영리기관,
고등교육기관,

제외/
제약사항

금융기관,

GLBA 해당기관, HIPAA 해당
기관 등
• 적용제한

• 연간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 연간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 연간 50,000명 이상의 개인

• 연간 100,000명 이상의

정보 처리
• 개인정보 판매 매출 비중이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판매 매출 비중이

50% 이상

50% 이상

• 적용제외

• 적용제외

- 사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

- 사업체가 소비자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

-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서

-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 캘리포니아 의료정보보호

- 캘리포니아 HIPAA 등에

- 법집행기관 등과 협력하여

법(HIPAA) 등에 따라 보안

따라 보안조치를 취한

법률을 준수하는 컨트롤러와

조치를 취한 의료 정보나

의료 정보나 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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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월간(2)
구분

버지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VCDPA)

개인정보보호법(CCPA)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

프로세서

제공업체

- 소비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 HIPAA 법률에 따라 비식별
조치된 정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 컨트롤러: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과

계약에 따라 사업체를 대신

계약에 따라 사업체를 대신

법인

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영리

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영리

업체

업체

정의

• 제3자(Third Party): 서비스

• 계약업체(Contractor): 계약에

공급계약 등에 따라 개인정

따라 사업목적상 소비자의

보를 수집하는 자연인

정보를 이용하는 자연인
• 제3자(Third Party): 소비자
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계약업체, 서비스제공자나
사업체가 아닌 자연인

소비자
권리

• 알권리

• 알권리

• 알권리

• 접근권

• 접근권

• 접근권

• 정정권

• 삭제권

• 정정권

• 삭제권

• 개인정보 이동권

• 삭제권

• 개인정보 이동권

• 판매 거부권

• 개인정보 이동권

• 타깃 광고, 개인정보 판매,

• 판매 및 공유 거부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 민감 개인정보 이용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컨트롤러>

<사업체>

<사업체>

• 개인정보 최소화

• 개인정보를 제3자에 판매 시

•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이용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명확
하고 관련되며, 합리적 수준
으로 최소화
•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정보 보안성을 위해 합리적인

의무사항

옵트아웃 방법 제공
•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합리적 보안절차 구현 및 유지
• 필수 고지
- 개인정보 수집

기술적, 관리적 보안절차 구현

- 개인정보 판매 거부 권리

및 유지

- 재정적 인센티브

• 민감 정보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 개인정보보호 필수 고지
- 개인정보보호정책

제한 시 다음 사항 준수
- 개인정보 판매나 공유 거부
관련 사항에 대해 명료한
링크 제공
• 개인정보 최소화
-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관 금지
•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 사업체의 온라인 개인정보

공개의 목적에 적합하게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보호정책 및 소비자 개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유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정보보호 권리

처리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 필수 고지
- 개인정보 범주/처리 목적
- 소비자 권리 행사방법
- 제3자와 공유되는 개인정보

•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차별 금지
- 사업체가 권리 행사를 위해
소비자를 차별할 수 없음
- 사업체는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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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보안절차 구현 및 유지
• 민감 정보
- 민감한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및 공개 금지
• 필수 고지
- 개인정보 수집

21년 7월 월간(2)
구분

버지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VCDPA)

개인정보보호법(CCPA)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

영역과 개인정보를 공유

판매, 삭제를 위해 금전적

- 개인정보 판매 거부 권리

하는 제3자의 범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재정적 인센티브

• 개인정보를 제3자 판매 또는

•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타깃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차별 금지

내용 공개
•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차별 금지
<프로세서>

<서비스제공자>

<계약요건>

• 컨트롤러의 지시를 따르고

• 계약된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를

•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컨트롤러가 의무를 준수하도

사용하거나 타 상업적인 목적을

제3자에게 판매·공유, 사업적

록 지원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 금지

목적으로 외부에 개인정보를

(계약으로 규정)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3자,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 계약

역할

(다음사항 포함)

<제3자>

서비스제공자 또는 계약업체와

-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밀유지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계약 체결

- 법적 보존 의무가 없으며,

계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로

<계약업체/서비스업체>

서비스 제공 후 모든 개인

다음사항 금지

• 다음사항 등을 금지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

- 개인정보의 판매

계약을 체결

- CDPA의 의무를 준수함을

-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 개인정보 판매 또는 공유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

-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명시된

정보를 컨트롤러가 사용할

- 사업관계 외부의 정보사용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수 있도록 지원

사용

- 컨트롤러나 독립적인 감사

- 직접적 사업 관련 이외의

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

개인정보 사용

지원

- 특정한 적용제외에 따라

- 하도급 업체의 개인정보 의무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이행 요구

결합

• 접근요청

• 접근요청서 제출
- 사업체는 소비자가 자신의

- 사업체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청을

권리 행사 요청을 제출할 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을

있는 수단 마련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마련

정보접근
요청

• 고지, 공개, 정정, 삭제 요청

- 컨트롤러는 소비자가 자신의

- 사업체는 소비자에게 인증을

- 사업체는 소비자에게 인증을

- 접근요청 방법은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으나, 자사의

요구할 수 있으나, 자사 계

일반적으로 컨트롤러와 상호

계정을 개설하도록 요구 불가

정을 개설하도록 요구할

작용하는

방식, 요청에

• 45일 내 대응

대한 안전한 통신, 컨트롤러가

- 사업체는 소비자 정보 요청에

요청을 인증할 수 있는

45일 내 대응(특정사항에서

기능 고려

45일 연장 가능)

• 45일 내 대응
-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정보
요청에 45일 내 대응(특정
사항에서 45일 연장 가능)
• 무료 정보 접근
- 컨트롤러는 정보요청에 대해

• 무료 정보 접근
- 사업체는 정보요청에 대해
무료로 정보 제공
- 소비자 요구사항이 근거가

수 없음
• 45일 내 대응
- 사업체는 소비자에게 45일 내
정보 제공, 정정, 삭제 등 수행
(특정사항에서 45일 연장 가능)
• 무료 정보 접근
- 사업체는 정보요청에 대해
무료로 정보 제공

없고, 지나친 경우 합리적

- 소비자의 요구가 근거가

수준에서 수수료를 요청

없고, 지나친 경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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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월간(2)
구분

버지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VCDPA)

개인정보보호법(CCPA)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

무료로 정보 제공

또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수준에서 수수료를 요청

• 실행조치를 못한 이유에 대한

또는 요청 거절할 수 있음

(연간 최대 2회)
• 실행조치를 못하는 정당한
이유 제시

소비자 고지
- 사업체가 소비자의 요청을

• 정보접근 거절에 대한 정당한
이유 제시

- 컨트롤러가 소비자 요청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사업체가 소비자의 요청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이의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45일 내 통보하고, 이의 제기

제기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이의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제기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요청 거절
- 컨트롤러가 소비자의 정보
접근요청을 인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행을 거절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의 제기 권리
-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이의
제기에 관한 절차를 마련

아동
보호

개인정보
보호
평가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부모
동의 요건 준수

• 사업체는 부모 동의 없이

• 사업체는 부모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

할 수 없음

할 수 없음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보호

* 현재 CPRA의 개인정보보호

•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관련하여 다음사항 평가 및

평가 관련 항목을 적용하여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문서화

시행

수 있는 기업을 규제하는

- 표적 광고

기관은 다음 사항 평가

- 개인정보 판매

- 연례 사이버보안 감사

- 특정상황의 프로파일링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 민감한 정보

위험평가 제출

- 소비자에게 피해위험이 높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

처리 활동

개인정보 처리의 이점과

•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

위험 등)

평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
• 법무장관은 컨트롤러의 개인
정보보호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할 수 있음
• 법무장관의 수사 및 집행 권한
- 법무장관은 CDPA 위반을
집행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집행과
처벌

독점적 권한을 보유
-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30일
내 시정

• 법무장관의 집행
- 사업체는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30일 내 시정

• 법무장관의 집행
- 사업체나 개인 등이 규정
위반 시 건당 최대 2,500

- 사업체는 규정 준수에 대한

달러의 민사 처벌, 고의적

지침을 얻기 위해 법무장관

위반은 건당 최대 7,500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벌금 부과

- 사업체나 개인 등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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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집행

21년 7월 월간(2)
구분

버지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VCDPA)

개인정보보호법(CCPA)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

-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위반 시 건당 최대 2,500

-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면

달러의 민사 처벌(고의적

위반하는 모든 사업체,

위반별로 최대 7,500 달러

위반은 7,500 달러)

개인은 각 위반에 대해

벌금 부가

• 개인소송 권리

최대 2,500 달러의 행정

- 캘리포니아 개인정보유출

벌금 부과(고의적 위반은

법에 따라 사업체의 개인

7,500달러)

정보이행 의무를 위반한

• 개인소송 권리

결과로 무단 접근, 유출,

- 캘리포니아 개인정보유출

절도 등이 발생 시 소송

법에 의거하여 사업체의

제기 가능

개인정보보호 이행 의무

- 소비자는 건당 100~750

위반의 결과로 무단 접근,

달러 또는 실제 손실액

유출, 절도 등이 발생 시

중 보다 큰 금액으로 배상

소송 제기 가능

청구 가능

- 소비자는 건당 100~750 달러
또는 실제 손실액 중 보다 큰
금액으로 배상 청구 가능

4. 결론 및 시사점
▶ EU는 27개 회원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반법이 없는 가운데 23개 주에서 입법화를 시도
• 캘리포니아주(‘18.6월), 버지니아주(’21.3월), 콜로라도주(‘21.7월)가 차례로 주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완료했으며, 매사추세츠,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4개 주는 의회에서 논의 중
• 이외에서 앨라배마, 플로리다, 미네소타, 워싱턴 등 16개 주는 일단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거나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하고 재발의를 대기 중

표3_ 미국 주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및 입법 현황(’21.7.8 기준)
입법 추진 현황

해당 주
• 캘리포니아주(‘18.6월)

제정 완료(3)

• 버지니아주(’21.3월)
• 콜로라도주(‘21.7월)
• 매사추세츠주(소관 위원회)

의회 논의 중(4)

• 뉴욕주(소관 위원회)
• 노스캐롤라이나주(소관 위원`회)
• 펜실베이니아주(소관 위원회)
•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켄터

폐기 및 회기 내 미통과(16)

키,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주

- 24 -

21년 7월 월간(2)
출처: 넥스텔리전스 정리

▶ 미국의 주 차원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주별로 일부 차이점이 있으므로 미국 진출 및 미국과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각 주의 차별적인 법안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이나 개인정보보호권리법(CPRA)은 개인정보
처리·통제하는 사업체를 서비스제공업체, 계약업체 등으로 정의
• 반면, 버지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VCDPA)과 콜로라도의 개인정보보호법(CPA)는
EU의 GDPR과 동일한 컨트롤러, 프로세서 명칭을 사용하고, 유사한 조항 등을 포함
▶ 미국의 주별로 개인정보보호 입법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연방차원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령 제정 추진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는
기관 및 기업은 미국의 법제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미국 주별 개인정보보호 법령 제정에 따라 미국과 거래하는 국내 사업체들은 정보주체의
권리(알권리,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거부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 보장 필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 위반에 대해 개인의 소송에 관련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 강화 필요

Reference
1.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Massachusetts Information Privacy Act, 2021.3
2. General Assembly of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2021.3.2.
3. Gibson Dunn, New York Privacy Act Update: Bill Out of Committee, Moves to Full Senate,
2021.5.21
4. IAPP, “Comparison of Comprehensive DataPrivacy Laws in Virginia and California", 2021.4.
5. IAPP, Virginia passes the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2021.3.3
6. North Carolina General Assembly, Consumer Privacy Act, 2021.4
7. The State of Colorado, Concerning Additional Protection of Data Relating to Personal Privacy,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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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월간(3)

EDPB, 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
관련 권고 발행
[ 목 차 ]

1. 개요
(1) EU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BP)가 제3국으로의 적법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보완 조치’에 관한 새 권고를 채택
(2) 동 권고는 수출자 스스로 제3국의 상황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Step1-6), ▲보완조치의 예시(Annex 2), ▲활용 여지가 있는 정보
소스(Annex 3) 등을 제시

2. 보완조치 필요성 검토의 선행 단계(단계별 가이드 중 Step1-2)
(1)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이전의 제반 사항을
수출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함
(2) 수출자는 그 특정 개인정보 이전의 제반 사항을 토대로 GDPR 제5장(제44조-제50조)에
언급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들 중 적합한 것을 특정해야 함

3. 보완조치 필요 여부 확인(Step 3)
(1) 수출자는 제3국의 법제나 관행 중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 등에
규정된 보호조치와 충돌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야 함
(2) 제3국의 법제 및 관행에 대한 수출자의 평가는 ‘자신이 시행하려는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특정 이전 행위의 제반 상황이
고려돼야 함

4. 보완조치 채택 및 재검토(Step 4-6)
(1) 제3국의 법제나 관행을 평가한 결과, SCCs 등에 규정된 조치만으로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모색해야 함
(2) 적합하면서도 실제 이행 가능한 보완조치가 존재할 경우, 이를 공식 채택한 후 그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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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U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BP)가 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보완 조치’에 관한 새 권고21)를
채택(‘21.6.18)
• 개인정보 수출자22)는 제3국23)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24) 같은 <이전 수단(transfer tool)>25)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제3국의 법제와 관행을 검증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적/기술적/조직적
보완조치를 채택·이행해야 함
-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는 이중 목표를 갖고 있음
- 또한 EU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2020년 7월의
‘슈렘스II(Schrems II, C-311/18)’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가 어디로 이전되든 EEA26)
수준의 보호가 동반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 이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EEA의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즉, 제3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EEA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동등(essentially equivalent)해야 함

표1_ 슈렘스II 판결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미국은 EU 거주자 등 외국인의 개인정보에 공공기관이 접근하기 쉬운 법제를

대미 적정성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

결정 무효화

(Privacy Shield)에는 이 같은 상대국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려움
• SCCs는 사업자간 개별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비록 제3국의 공공기관에는 효력

SCCs 유효성
인정

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전체적인 개인정
보 보호 수준을 따지는 적정성 결정과는 성격이 다름
• 제3국으로 EU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스스로 강구(GDPR 제46조제1항)해야 하고, 경우에

21) Recommendations 01/2020 on measures that supplement transfer tool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EU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Version 2.0
22)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로서 GDPR 적용 범위에 속하는 자, 이하 수출자
23) 여기서 제3국이란 EU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역외 국가를 지칭
24) SCCs는 EU 역외 제3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EU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GDPR 제46조제2항)이며 그 채택 권한은 EU집행위원회가 보유(GDPR 제28조제7항)
25) GDPR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데 활용 가능한 법적 근거 수단들을 총칭(SCCs 포함)
26) European Economic Area: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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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따라서는 추가적인 보완 조치도 취해야 함(GDPR 전문 제108항)
• 또한 SCCs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이전이 실제로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국의 감독기구가 그 이전 행위의 중단 혹은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단순히 SCCs가 제3국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CJEU의 판단이며, 결론적으로 이는 제3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수출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판결이라 볼 수 있음
• 아울러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조치를 통해 EU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도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 그러나 수출자 스스로 제3국의 상황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완조치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EDPB는 ▲단계별 가이드(Step1-6), ▲보완조치의 예시(Annex 2), ▲활용
여지가 있는 정보 소스(Annex 3) 등으로 동 권고를 구성
- EDPB는 이를 통해 제3국 법제나 관행에 대한 평가 내용의 문서화 등 설명
책임(accountability) 원칙 준수를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
-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는 EU법에 규정된 기본권27)이며, 수출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각종 보호조치를 능동적/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그 같은 노력을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설명 책임의 원칙은 제3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수출자는 그 같은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수입자28)와도 협업(그 나라의 법제 발전 추이 모니터링 등)해야 함

2. 보완조치 필요성 검토의 선행 단계(단계별 가이드 중 Step1-2)
▶ 시행하려는 개인정보 이전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
•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개인정보 이전의 제반 사항을
수출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함
- 이때 수출자는 GDPR 제30조(처리 행위의 기록)에 따라 의무 작성하는 기록물을 근거로
자신의 이전 행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GDPR 제13조제1항제f호 및 제14조제1항제f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한 내용29) 역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27) EU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8조제1항,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6조제1항, GDPR 전문 제1항 및 제1조제2항
28)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제3국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이하 수입자
29) GDPR 제13조(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경우 안내해야 할 사항)의 제1항제f호와 제14조(개인정보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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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수출자는 해당 개인정보가 처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면서도 꼭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되는지 여부도 검증해야 함(개인정보 최소화의 원칙)
- 상기의 활동은 개인정보 이전을 시행하기 전에(혹은 중단됐던 개인정보 이전을
재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수입자에 의해
어디에서 보관/처리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함
•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개인정보 원격 열람이나 EEA 역외에 위치한 클라우드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 이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따라서, 예컨대 다국적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그 같은 개인정보 이전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로 정보가 이전되는지 살펴야 함
- 단, 해당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EEA 역내에 설립됐고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아예
처리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예외
▶ 개인정보 이전 근거를 선택할 것
• 수출자는 GDPR 제5장(제44조-제50조)에 언급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들 중 적합한 것을
특정해야 함
<적정성 결정>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부터 적정성 결정(GDPR 제45조 혹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제6항)을 받은 국가 혹은 지방30)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해당 결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 없음
- 단, 적정성 결정을 받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서도 정보주체는 여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회원국 감독기구들은 적정성 결정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자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법원은 해당 사안을 CJEU에 회부해 선결적 판결을 요청 가능
<GDPR 제46조>
-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에는 GDPR
제46조제2항에 언급된 <이전 수단> 중 하나를 법적 근거로 활용해야 함
- <이전 수단>에는 SCCs, 의무적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인증 메커니즘(certification mechanisms), 임시 계약조항(ad hoc contractual
주체로부터 수집하지 않은 경우 안내해야 할 사항)의 제1항제f호는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된다는 사실, 해당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유무, 적절한 보호조치 및 해당 문서의 사본 입수 방법(혹은 그 문서를 볼 수 있는 곳)’을 안내토록 규정
30) 적정성 결정을 받은 나들의 목록은 E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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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s) 등이 있음
- 수출자는 이들 중 어떤 <이전 수단>을 선택하든 해당 개인정보를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제3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함
<GDPR 제49조>
-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성 결정이나 GDPR 제46조의 보호조치 없이도 GDPR 제49조의
예외 규정(derogations)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도 있으나, 그 같은 예외는 특정
상황31)에 한해 조건부로 적용되는 것일 뿐 일상적인 이전 근거가 될 수 없음
- 이를 근거로 제3국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관련 조건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결정 및 적정 보호조치의
부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함

3. 보완조치 필요 여부 확인(Step 3)
▶ GDPR 제46조의 <이전 수단>을 활용할 경우, 제3국의 법제 및 관행을 검토할 것
• 수출자는 개인정보 이전의 맥락을 고려해 제3국의 법제나 관행 중 <이전 수단>에 규정된
보호조치와 충돌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위해 현지의
수입자와도 협력해야 함
- 수출자는 제3국의 법제 및 관행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문서화해야 함
- 관할 감독기구나 사법기관은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내려진 어떠한
결정에 관해서든 수출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법제 및 관행 평가에는 ▲수입자가 제공하는 정보(혹은 정보 소스)3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유 요청 등과 관련된 수입자 혹은 여타 사업자(수출자와 유사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이전한 적이 있는 동종업계 사업자)의 종전 경험, ▲공신력 있는 기타 정보
소스33) 등을 활용 가능
•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할 것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제3국의 법제이며, 이때 수출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혹은 열람, access)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반드시

31)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잠재적 위험에 관한 통지가 선행돼야 함), 계약 이행, 공익, 법적 주장의 입증/행사/방어,
중대한 이익 보호 등
32) 이런 정보나 소스는 연관성(해당 개인정보 이전 혹은 수입자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된 내용일 것), 신뢰성, 객관성,
검증가능성, 접근성(관할 감독기구, 사법기관, 정보주체도 열람 가능할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함
33) CJEU나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례, 해당 제3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적정성 결정이
아닌 여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이전 시 참고 가능),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나 UN 같은 국제
기구의 결의안 및 보고서, 개인정보 감독기구간 협의체(Global Privacy Assembly 등)의 보고서, 제3국의 독립적인
사법기구/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판례/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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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을 검토해야 함
- 관련 법제, 관행, 혹은 알려진 전례를 고려할 때 그 나라의 공공기관이(수입자가 알게든
모르게든) 개인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할 가능성
- 관련 법제, 법적 권한, 기술적 역량, 재정 여력, 인적 자원, 알려진 전례 등을 고려할 때
그 나라 공공기관들이 수입자나 통신사업자 혹은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개인정보 접근을 실제 수행 가능할지 여부
• 제3국의 법제 및 관행에 대한 수출자의 평가는 ‘자신이 시행하려는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다루는 것34)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특정 이전 행위의 제반 상황이
고려돼야 함
-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개인정보의 종류, 관련 산업 부문, 이전의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법규와 관계 당국의 관행은 상이할 수 있음
- 수출자는 개인정보 침해(data breach)35)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조직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GDPR 제32조) 민감
정보(GDPR 제9조 및 제10조)를 이전할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함

표2_ 제3국 법제 및 관행 평가 시 고려할 사항
구분

내용
• 이전 및 처리의 목적(마케팅, 인사관리, IT 지원, 임상 시험 등)
• 이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 및 그 유형(컨트롤러/프로세서/서브프로세서, 공공
기관/민간기업 등)

개인정보

• 이전 관련 산업 부문(애드테크, 통신, 금융 등)

이전의 제반

•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유형(제3국의 특정 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어린이 개인정보 등)

상황

• 개인정보가 제3국에 저장되는지 여부 혹은 EU/EEA 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제3국에서 원격 열람하는지 여부
•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포맷(일반 텍스트, 가명화/익명화 등)
• 개인정보가 또 다른 제3국으로 재이전될 가능성
•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의무 공개토록 규정하거나, 그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3국 법규
- 단, 이 같은 법적 요건이나 권한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내용이
‘➀정보주체 기본권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➁EU법 혹은 회원국법이 인정하는

제3국 법제

중요 목적(국가안보, 국방, 공공안전, 형사범죄 대응 등)을 위한 민주사회의 필
수적·비례적 장치’에 해당한다면 <이전 수단>의 의무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것
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36)
- 제3국의 관련 법제가 <이전 수단>의 내용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공기관의 위법적인 개인정보 열람에 맞서 정부주체가 활용 가능한 실효적

34) EC의 적정성 결정(GDPR 제45조)과는 달리 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음
35) 이전 또는 저장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정보의 우발적/불법적인 파기, 유실, 변경, 무단 공개, 무단 열람
등을 초래하는 보안 침해를 의미(GDPR 제4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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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 협약 준수 여부 등 그 나라
법체계의 여러 측면(즉, GDPR 제45조제2항의 적정성 결정 관련 고려사항을
포함)을 검토해야 함
• <이전 수단>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실제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관행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일 때는 특히 그러함
- (i) 제3국의 관련법이 공식적으로는 EU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공공기관들의

실제 행위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 (ii) 관련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나라 공공기관들의 관행이 <이전 수단>에
규정된 의무사항 및 EU법과 충돌할 경우37)
제3국
공공기관들의
관행

- (iii) 문제 소지를 지닌 법규가 수입자 혹은 이전 대상 개인정보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해당 법이 <이전 수단>에 규정된 계약상의 보증 내용에
악영향을 미치며 기본권, 필수성, 비례성에 관한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수출자는 (i)이나 (ii)의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하거나 적정한 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iii)의 상황이라면 문제 법규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➀개인정보 이전 중단, ➁개인정보 이전 추진을 위한 보호조치 이행, ➂보완조치
이행 없이 개인정보 이전 추진’ 중 하나를 택해야 함
- 단, ➂의 선택지는 해당 문제 법규가 수입자 혹은 이전 대상 개인정보에 실제
적용될(혹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될) 것이라 예상할 만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고
문서화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4. 보완조치 채택 및 재검토(Step 4-6)
▶ 제3국의 법제나 관행을 평가한 결과, <이전 수단>으로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모색할 것
• <이전 수단>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보완조치 역시 개인정보
이전의 제반 상황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3국 공공기관의 데이터 감청 시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적/조직적
조치보다는 암호화 같은 기술적 조치가 직접적으로 더 유효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자는 (경우에 따라 수입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이전의 맥락, 제3국의
법제와 관행, 활용될 <이전 수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조치들이 유효할지
여부를 주의 깊게 평가 및 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내린 어떠한 결정에 관해서든
36) EDPB는 공공기관(정보기관, 법집행기관 등)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제3국 법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EDPB Recommendations 02/2020 on the European Essential Guarantees for surveillance measures, 10
November 2020>를 참고할 것을 권고
37)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나라 공공기관들이
실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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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책임을 져야 함
•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종류의 보완조치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어떠한 종류의 보완조치로도 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음
- 적합한 보완조치를 찾을 수 없거나 (제3국 법제 및 관행 등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자는 해당 개인정보 이전을 회피/중단/종료하고 이미 이전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해당 데이터와 그 사본을 전량 회수 혹은 폐기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저하를
방지해야 함
-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전 행위를 개시하거나 지속할 경우, 관할 감독기구는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적합한 보완조치를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재평가할 것
• 적합하면서도 이행 가능한 보완조치가 존재할 경우, <이전 수단> 종류별 절차를 통해
이를 공식 채택해야 함
- <이전 수단> 중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SCCs의 경우, 보완조치 관련 조항을
당사자들 스스로 해당 계약서에 추가하는 방식이며 이때 관할 감독기구의 승인을 구할
필요는 없음
- 단, 보완조치 관련 조항은 SCCs의 내용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충돌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어야 함
- 수출자는 그 같은 보완조항에 관해 설명 책임을 지며, 관할 감독기구는 필요할 경우(민원
접수, 자체 판단 등) 보완조항을 사후심사할 권한을 지님
- 또한 보완조항이 SCCs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충돌하거나 당사자 임의로 SCCs
자체를 변경한 경우, 해당 계약서는 더 이상 SCCs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SCCs 효력 상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감독기구의 적정 안전조치 관련
계약 조항 승인(GDPR 제46조제3항제a호)이 필요함
- 수출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적정 간격으로 재평가하고,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 변수(제3국의 법제 변경 등)가 발생했는지(혹은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함
- 수입자 측이 <이전 수단>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했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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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3국에서 보완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즉각 중단
혹은 종료할 수 있어야 함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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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U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Version 2.0),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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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on the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spects of a possible digital euro, and desig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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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international transfers, 2021.6.4.
3. InfoCuria, Judgement of the Court(Grand Chamber) of 16 July 2020,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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