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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미래 기술 발전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 예측을 목표로 한 TechSonar
이니셔티브 발표(‘21.9.29.)
* 2021-2022년 기간 동안의 6개 주요 기술 트렌드로 ▲스마트백신 증명서 ▲합성 데이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JWO(Just Walk Out) 기술 ▲생체인식 연속 인증 ▲디지털 치료제 선정

2. 주요 내용
(1) 스마트 백신 증명서(Smart Vaccination Certificate, SVC)
(2)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3)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4) JWO(Just Walk Out) 기술
(5) 생체인식 연속 인증(Biometric Continuous Authentication)
(6)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

1. 개요
▶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제공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술 변화의 가속화로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예측 역량이 더욱 중요해짐
- 신기술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확대된 상태에서 사후에 신기술에 대응하기보다는 신기술
발전을 사전에 예측할 필요성 증대
▶ 신기술로 인한 위험을 예측 및 대응하고 신기술의 가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
- 신기술 도입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위험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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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은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미래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예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TechSonar 이니셔티브 추진(‘21.9.29)1)
*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에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들은 유럽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의장에게 보고

- 2021-2022년 기간 동안의 ▲스마트백신 증명서 ▲합성 데이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 JWO(Just Walk Out) 기술 ▲생체인식 연속 인증 ▲디지털 치료제의
6가지 기술 중심으로 트렌드 분석 정보 제공
▶ 본 보고서에서는 EDPS의 TechSonar 이니셔티브에서 선정한 6개 기술 트렌드에 대한
소개와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기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스마트 백신 증명서(Smart Vaccination Certificate, SVC)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국가들은

소지자의

예방접종

상태를

표시하는

상호운용

가능한

스마트

백신

증명서(SVC)를 발급
- 스마트 백신 증명서(SVC) 발급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여행 제한을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
▶ EU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EU 디지털 COVID 인증서(EU
Digital COVID Certificate)“에 대한 규정2)을 채택
- EU 회원국 간 여행할 때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이동 제한에서 면제됨
▶ EU 전역에 코로나 변종 확산으로 스마트 백신 증명서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현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예방 접종이나 면역을 증명하기
위해 스마트 백신 증명서 도입
- (이스라엘) 시민에게 코로나 백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은 이미 식당,
쇼핑몰, 행사장 등의 공간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인증서 이용
- (미국) 여행 및 특정 공공 및 사적 장소에 대한 접근 승인과 같은 목적을 위해 연방
증명서 또는 여권을 고려 중
1) https://www.dataguidance.com/news/eu-edps-launches-techsonar-new-initiative-technology
2) Regulation (EU) 2021/95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21 on a
framework for the issuance, verification and acceptance of interoperable COVID-19 vaccination, test
and recovery certificates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to facilitate free move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ext with EEA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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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백신 증명서는 전자서명 기능을 갖춘 바코드 이미지를 사용, 보안성과 편의성 제공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초에 글로벌 전문그룹인 스마트 백신 작업반(Smart
Vaccination Certificate working group)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스마트
백신 증명서에 대한 권장사항을 마련하도록 요청
▶ 스마트 백신 증명서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음
표1 _ 스마트 백신 증명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영향 예측
구분

주요 내용
Ÿ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근

긍정적

스마트 백신 인증서 소지자는 자신의 의료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 가능

Ÿ

의료정보의 무결성과 신뢰성 향상

Ÿ

자동적인 스마트 백신 인증서 검사로 편리성 제공

Ÿ

스마트 백신 인증서의 상호운용성으로 인해 스마트 백신
인증서 소지자는 외국에서도 건강 상태 확인 가능

영향

- 국가 간의 스마트 백신 인증서 상호운용성을 위해 국가의

신뢰를 기반으로

당국들은 전자여권과 같이 국가 암호키를 교환

상호운용성 향상

- 스마트 백신 인증서의 성공 여부는 국가 간 상호신뢰성과
코로나 백신 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 및 관리하는 각국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

스마트 백신 인증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수집 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

소지자의 개인정보 용도

Ÿ

스마트 백신 인증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용도가 변경되어
소지자를 추적하는데 악용되어 소지자의 기본권과 자유를

변경 관련 고위험

차별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음
- 예를 들어, 행사 주최자나 상점에서 처음 방문자와 빈번한
방문자를 차별대우할 수 있음

부정적
영향

Ÿ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스마트 백신 인증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정보 저장 환경에서는
의료정보의 개인의 개인정보 정정권과 삭제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 중앙화된 의료정보 저장 환경에서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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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 합성 데이터 생성은 원본 데이터 소스(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통계적
속성을 지난 새로운 인공적인 데이터 생성을 의미
- 실제(원본) 데이터 대신에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도 동일한 통계적 결론 도달

▶ 합성 데이터 생성(합성화)은 생성적 모델(generative model)을 이용하며,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모델 교육, 컴퓨터 비전, 이미지 인식,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성
데이터의 사용이 증가

▶ 합성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음
표2 _ 합성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영향 예측
구분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에서

주요 내용
Ÿ

개인정보 침해 감소

합성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를
직접 식별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침해를 축소

긍정적
영향

데이터 전송에서

Ÿ

합성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로 간주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역외로 전송하거나 기관 내 개인정보 전송 시

개인정보보호 향상

합성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 기술 대체재로 사용 가능

Ÿ

합성 데이터 생성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효용성의 균형이
깨어질 수 있음

재식별 위험

- 합성 데이터 세트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할수록 분석가에게
필요한 효용성을 강화
- 반면,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 위험 등을 초래 가능

부정적
영향

Ÿ

현 시점에서, 생성적 모델의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추가 여부 불명확

위험에 대한 명확성 부족

- 생성적 모델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제3자는 자체적으
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할 수 있음

멤버십(Membership) 추론
공격의 위험

Ÿ

합성 데이터는 멤버십 추론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데이터가 특정 훈련 데이터 세트의 구성원인지 추론 가능
(특히 데이터가 뚜렷한 특징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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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며, 중앙은행은 지폐를 발행하는 대신 디지털 코인을 발행
-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유형의 화폐를 발행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거래 이체를 촉진
▶ 최근 많은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CBDC 개발을 추진 중
- 코로나19 전파 위험에 따라 비대면 결제와 전자상거래가 증가, 결제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폐 이용 감소
- 기업 등 민간에서 발행한 암호화폐(Facebook의 Diem 등) 또는 비공식 커뮤니티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의 가치 상승
- 현재 90개국(전 세계 GDP의 90% 이상)이 CBDC 도입을 검토 중
그림1 _ 전 세계 국가의 CBDC 도입 단계 현황(’21.11월 기준)

출처: Atlantic Council CBDC Tracker(https://www.atlanticcouncil.org/cbdc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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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중형

접근방식에서

중앙은행은

원장에

거래를

직접

기록하며,

분산형

접근방식에서 중앙은행은 CBDC 거래의 결제에 대한 규칙을 설정

▶ 설계방식 선택에 따라 CBDC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실제 화폐는 지불 과정에서 중개자가 필요하므로 효율성이나 보안성이 감소할 수
있으나, CBDC는 실제 화폐의 효율성이나 보안성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성과 보안성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 솔루션을 창출
- 반면, CBDC는 기존의 상업 은행과 금융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CBDC가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음(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움)
표3 _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영향 예측
구분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향상
긍정적

Ÿ

개인정보보호 설계(data-protection-by-design) 방식에
따라 CDBD를 개발하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Ÿ

영향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y)
적용으로 지불 익명성 강화

결제 익명성 향상

-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탈세 방지 등의 특정한 경우에만
감사를 허용

개인정보 수집 증가

부정적

설계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영향

침해

사용자의 보안에 대한 불신

Ÿ

CBDC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증가

Ÿ

결제 데이터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
- CBDC 인프라의 설계 오류로 인해 디지털 결제 관련 개인
정보 침해 초래 가능

Ÿ

결제 보안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CBDC에 대한 불신
초래 가능

(4) JWO(Just Walk Out) 기술
▶ JWO(Just Walk Out)* 기술을 통해 쇼핑객은 매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제품을 갖고
곧바로 매장을 나갈 수 있어 편리성 향상
* Amazon이 무인점포 Amazon Go에서 선보인 기술로, 컴퓨터 비전, 딥러닝 알고리즘,
센서퓨전 등의 혁신 기술을 융합해 쇼핑객이 점포에서 물건을 가지고 별다른 정산 과정
없이 정산 레인을 지나치면 자동으로 정산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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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및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JWO 제공
- JWO에 사용되는 센서는 일반적으로 쇼핑객이 선택한 제품, 제품 이동이나 배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상점의 통로나 선반에 설치
- 매장 곳곳의 통로, 선반, 매장 벽 등에 CCTV를 설치
-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쇼핑객은 자신의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개인 프로필 및 결제 방법
등을 설정

▶ 새로운 JWO 쇼핑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침
① 고객은 매장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의 코드를 스캔
② 선반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상 장바구니에 구매할 제품이 추가됨
③ 선반에 제품을 다시 올려놓으면 가상 카트에서 자동으로 구매하는 제품이 제거됨
④ 구매를 원하는 제품을 가지고 고객이 매장을 떠나면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처리

▶ JWO 기술을 적용해 Amazon은 ”Amazon Go“, Alibaba는 ”Hama“ 출시
- 현재 Amazon과 Alibaba가 유일하게 JWO를 개시, 다른 기업들도 도입 추진 중

▶ JWO가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음
표4 _ JWO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영향 예측
구분
긍정적
영향

주요 내용
-

지속적 감시

구매자 프로필의 용도 변경

* 기술 초기인 현 시점에서 긍정적 영향은 파악되지 않으며,
향후, 보안기능이 강화되면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Ÿ

안면 인식 솔루션과 센서를 이용하여 쇼핑객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지속적 감시 초래 가능

Ÿ

구매자 프로필이 타깃 광고 및 직접 판매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음

부정적
영향

투명성 부족

Ÿ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
Ÿ

취약계층 보호 부족

매장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 이후에도 사용되는지

취약계층 개인정보의 무단 처리로 개인정보 침해 발생
- 예를 들어,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매장 방문 시 어린이의 얼굴이
인식되고 유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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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체인식 연속인증(Biometric Continuous Authentication)
▶ 인증(Authentication)은 일반적으로 비밀번호, 카드, 개인의 생체인식 특성 등 통계
프로세스를 이용
- 인증은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이나 특정 지역의 입구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
▶ 반면, 연속인증(Continuous authentication)은 온라인 서비스 전체 기간이나 특정
장소에서 이용자가 존재하는 전체 기간에 이용자의 신원을 반복적으로 확인
▶ 생체인식 연속인증은 생체인식 특성·행동(얼굴 이미지, 걷기 패턴, 음성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 신원을 연속적으로 인증하는 방식
- 은행 서비스, 도난당한 모바일 기기 찾기, 스마트홈 기기 인증 등에서 생체인식 연속
인증을 이용할 수 있음
▶ 생체인식 연속인증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음
표5 _ 생체인식 연속인증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영향 예측
구분
긍정적
영향

주요 내용

보안 향상

Ÿ

생체인식 연속인증 솔루션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

서비스 이용 경험 향상

Ÿ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이용하고, 원활한 방식으로 인증

Ÿ

컨트롤러는 직원에 대한 불법 추적, 징계, 프로필 생성 등의

생체인식 정보의 용도 변경 위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두려움 경험

목적으로 생체인식정보를 이용 가능
Ÿ

위반할 수 있음
Ÿ

이용자는 생체인식 기능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추적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두려움 경험

부정적
Ÿ

영향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최소화의 원칙을

투명성 및 법적 근거 부족

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적절하게 알리지 않을 수 있음
-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생체인식 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교육에 사용

개인정보의 부정확성
개인정보 통제미흡과
개인정보 유출

Ÿ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행동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행동 패턴 인식이 불규칙적이고 인증 오류 발생

Ÿ

이용자가 생체인증 연속인증 기술의 적용시간을 통제할
수 없으며 생체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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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
▶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증거 기반 치료 형태
-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 예방, 관리를 지원하는 임상적 이점이 입증된 환자
대면 소프트웨어임
- 디지털 치료제는 증상이 있는 환자의 자가관리를 지원하며, 모바일 기기, 앱, 센서,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
- 디지털 치료제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야 중 하나로 간주됨

▶ 디지털 치료제를 단독적으로 사용하거나, 약이나 대면 요법 등 기존 치료법과 함께
사용하거나, 또는 하드웨어나 기타 센서, 기계 등과 함께 사용 가능
- 디지털 치료 처리 단계는 디지털 측정의 수집 및 처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현재, 당뇨병, 울혈성 심부전, 알츠하이머병, 불안, 우울증 등의 질병 관리나 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있음

▶ 디지털 치료제의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음
표6 _ 디지털 치료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영향 예측
구분
긍정적
영향

주요 내용

-

* 기술 초기인 현 시점에서 긍정적 영향은 파악되지 않으며,
향후, 보안기능이 강화되면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Ÿ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복잡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처리
- 디지털 치료에서 개인의 건강 및 행동 프로필이 생성되며,

및 프로파일링

개인의 건강상태나 행동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거나 프로파
일링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침해

복잡성으로 인한 보안 결함

Ÿ

디지털 치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침해 발생

Ÿ

다수의 운영체제(OS) 및 애플리케이션 공급자가 디지털
치료에 관련된 경우, 이들 업체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기기 무단 접근 등 보안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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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개인정보 보호 감독 활동과 향후 계획 공개

[ 목 차 ]

1. 개요

2. FTC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

3. 행정처분 사례

4. 향후 역점 영역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원 확충 및 입법 요청

1. 개요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의회 제출용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최근 활동 및 역점 영역을 설명
• <FTC Report to Congress on Privacy and Security>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2021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에 따라 FTC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자체 평가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을 밝히는 내용
• 이에 동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FTC의 권한과 최근의 활동 사례 일부를
소개한 뒤 ‘향후 역점 영역’과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입법 활동의 필요성’도 제기
- FTC는 기업들(특히 메이저 플랫폼)의 위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그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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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C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

▶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정하지 않고 있으나, FTC는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deceptive or unfair) 상행위’를 금지한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를 근거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
• 여기서 ‘기만’이란 ‘그 상황에서라면 상식적인 소비자마저 오도할 여지가 있는 설명,
행위, 혹은 부작위를 통해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불공정’이란 ➀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존재하고,
➁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입지 않기가 상식적으로 쉽지 않으며, ③소비자나
경쟁 환경에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피해보다 중대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
• 따라서, 이를테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과장해서 홍보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해 스스로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거나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위반 사유로 제재조치 가능
- 이를 위해 FTC는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 유무를 조사해 심의보고서(complaint)를
발행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동의명령(Consent Order)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과의
합의(Agreement Containing Consent Order) 형식으로 자발적인 시정조치* 이행을
유도할 수도 있음
※ 시정조치의 내용은 ▲소비자 개인정보와 이를 활용해 개발한 알고리즘을 삭제할 것,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할 것, ▲침해 사실 등을 통지할 것,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등 사안별로 다양함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기업은 자사 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나
심의보고서에 적시된 문제 행위는 반드시 중단해야 하며 FTC와 합의한 각종
시정조치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합의가 불발될 경우, FTC는 일련의 시정조치를 포함하는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혹은 injunction)을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1차 판결은 관련 증거 및
진술을 근거로 행정법 판사가 담당함
- 이후 FTC는 1차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대상 업체가 그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심(항소법원,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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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승소한다면, FTC는 (경우에 따라) 소비자를 대신해 금전적 배상 등 구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명령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민사제재금(civil penalties) 부과를 포함한 추가적 제재도 추진 가능
•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연방거래위원회법

상행위가

제13조(b)를

존재했음을
근거로

입증하기

일련의

어려울

시정조치를

경우에는
포함하는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혹은 injunction)을 연방지법에 신청할 수도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3조(b)는 ‘기업이 동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앞으로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FTC에 부여
- 법원이 해당 명령을 발부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사전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
- 그 때문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FTC와의 합의
형식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경우가 많음
- 단, 종전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3조(b)를 활용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보상까지
강제한 사례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동 조문이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구제 신청 권한까지 FTC에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최근 판결(‘21.4.22)3)
- 물론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를 위해 금전적 구제를 신청할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 제5조
위반 사안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상 기업이 불복할 경우에는 사건이 상급심으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FTC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소비자 구제와 관련된 우리의 역량이 종전보다 축소’된 셈

▶ 한편,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외에도 아래와 같이 부문별 개인정보 관련법의 집행
권한도 보유
• 금융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상업적 이메일 수신 거부권을 규정한 스팸규제법(CAN-SPAM Act)
• 소비자 신용 정보의 수집 및 열람을 규제하는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3) AMG Capital Mgmt., LLC v. FTC, 141 S. Ct. 134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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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권주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 전화 기반의 마케팅 행위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텔레마케팅
규제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3. 행정처분 사례

▶ 최근 1년간 FTC는 팬데믹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고조된
부문(건강앱, 화상회의, 원격교육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야에

대해서도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행과 실태 파악 등을 시행
• 일례로, FTC는 화상회의 서비스 사업자인 Zoom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일반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회사 측과의 합의 형식으로 일련의
시정조치 이행을 지시(‘21.1.19)
- Zoom은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의 256비트 암호화를 통해 자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통신 내용을 감청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암호키를 보유함으로써 회의 내용에 대한 감청 여지를 남겨뒀음
- 또한 Zoom은 회상회의 녹화 파일 등에 대해서도 홍보 내용에 부합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녹화 기록은 보안 클라우드로 옮겨지기에 앞서 무려
60일간이나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Zoom 서버에 저장됐던 것으로 추정됨
- 결과적으로 동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자사 서비스의 보안 수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했고, 그로 인해 일부 이용자는 건강정보나 금융정보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동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는 것이 FTC의 판단
- 게다가 Zoom은 Apple Safari 브라우저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소프트웨어를 2018년
7월 Mac용 업데이트에 포함시키고서도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기기의 보안을 침해한 정황도 있음
- ‘ZoomOpener 웹서버’라는 명칭의 이 소프트웨어는 Safari 브라우저의 이용자 의사 확인
절차를 우회해 자동으로 Zoom을 실행시켰고, 심지어는 Zoom 앱이 삭제된 뒤에도
이용자의 기기에 남아 Zoom을 자동으로 재설치하기도 했음
- FTC에 따르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충분한 안내나 이용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도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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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문제 사항들의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Zoom은 FTC와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합의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 한 건당 최대 4만 3,280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 포괄적 프로그램에는 ▲내외부적 보안 위험 일체에 관한 연 단위 검토 및 문서화와 그에
대한 방어 방안 개발, ▲취약점 관리 프로그램 시행, ▲네트워크 무단 접속에 대한
차단책(다중인증 등) 도입, ▲개인정보 삭제 관리 시행, ▲노출이 확인된 이용자
인증정보(이용자 이름, 패스워드 등)의 사용 차단을 위한 조치 이행 등이 포함됨
- 또한 Zoom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일체에 대해 보안 결함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자사 업데이트가 서드파티(Apple 등)의 보안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취급 방식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해서도 안 됨
- 끝으로, Zoom은 독립적인 제3자(해당 기관에 대한 승인 권한은 FTC가 보유)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자사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FTC에 통지해야 함

▶ FTC는 메이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취급 관행에 대한 감독 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Facebook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부실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금(50억 달러)을 부과(‘19.7.24)
• Facebook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도입 및
유지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도 않음으로써 FTC의
2012년 명령을 위반
• 예를 들어 Facebook은 일부 서드파티 앱들이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자사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는 ‘Thisisyourdigitallife’라는 서드파티 앱을 통해
수집된 다량의 Facebook 이용자 개인정보가 영국 업체 Cambridge Analytica로 넘어가
정치성향 분석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
• 또한 Facebook은 이중인증 명목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 받은 뒤 이를
타겟 광고에 활용한 혐의도 있음
• 이에 FTC는 개인정보 취급 방식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 의무와 더불어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 규모의 제재금까지 회사 측에
부과했는데, 이는 GDPR을 시행 중인 유럽에서조차 유례가 없는 수준의 거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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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금까지 EU 전역에서 부과된 GDPR 위반 과징금 중 최고액은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지난 7월 Amazon에 부과한 7억 4,600만 유로(약 1조 9억 원)임

4. 향후 역점 영역

▶ FTC는 미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향후 역점 영역을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
• (개인정보 이슈와 경쟁 이슈가 겹치는 영역) 개인정보 활용 방식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홍보하거나

사실인

내용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행위를 차단
- FTC는 여타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는 달리 소비자 보호 당국이자 경쟁
당국으로서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넓혀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을 감독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자평
- 일례로 FTC는 사진 저장 서비스 사업자인 Everalbum에 ‘이용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데이터를 무단 활용하여 개발한 얼굴인식 AI를 폐기’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위법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그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소비자 구제)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➀피해 소비자에 대한 통지, ➁피해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보상,
➂소비자를 위한 비금전적 구제, ➃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이익을 얻는 행위
차단’ 등 최소 4종의 구제 조치 확산을 추진
- ➀ 위법을 저지른 기업들에게 피해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포함된 명령을
발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서비스의 이용을 재고할 계기도 제공
- ➁ 기업 대상 명령이나 혹은 여타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보상이 이행되게끔 조치
- ➂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곤란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사안별로 적절한 내용의 비금전적 구제가 이행되게끔 조치
- ➃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수집한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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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약속한 바를
어기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민사제재금 부과 등 법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할 방침
- 제한된 행정력으로 감독 활동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메이저
플랫폼들의 주요 위반 행위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FTC의 판단
- FTC의 최종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한 건당 최대 4만 3,792
달러(종전 4만 3,280 달러 대비 상향 조정)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확대) 알고리즘의 잠재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위한 관련 가이드도 지속적으로 보강
- FTC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정책 및 법집행에 참고할
목적으로 매년 PrivacyCon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컨퍼런스에서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검수 및 대응 방안이 논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음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원 확충 및 입법 요청

▶ FTC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활동을 겸하고 있지만 해당 부문(Division of Privacy
and Identity Protection)의 인력 규모는 40-45명에 불과한 실정
• 반면 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미국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규모는 FTC보다 훨씬 큰 편
- 예를 들어 영국의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768명의 상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량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Data Protection Commissioner마저도 직원 수는 150명에 달함
• 따라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FTC의 입장
• 아울러 FTC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FTC의 권한 확대 포함)을 촉구하며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3조(b)의

의미를

의회

차원에서

명확히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부연
• 실제로도 최근 미국 연방 의회에서는 FTC의 권한 확대를 수반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음
- 일례로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Cateh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이 발의(‘21.10.29)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디지털 책임 및 투명성 법안(Digital Account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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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to Advance Privacy Act)’은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 삭제권, 정정권,
이동권 등) 행사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정부 법무장관과 FTC에 부여
- 한편, 하원에서는 공화당 중진 의원 일부를 중심으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논의(‘21.11.3)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서로
다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FTC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ivacy Protection and Data Security)을 신설해 관련 감독 업무를
맡긴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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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FTC, "FTC Report to Congress on Privacy and Security", 2021.9.13.
2. FTC, "FTC Imposes $5 Billion Penalty and Sweeping New Privacy Restrictions on
Facebook", 2019.7.24.
3. FTC, "FTC Publishes Inflation-Adjusted Civil Penalty Amounts for 2021", 2021.1.11.
4. FTC, FTC Gives Final Approval to Settlement with Zoom over Allegations the Company
Misled Consumers about Its Data Security Practices, 2021.2.1.
5. Proskauer, "The FTC’s Enforcement Power: How AMG Reshapes the Landscape", 2021.4.23.
6. Catehrine Cortez Masto, "CORTEZ MASTO INTRODUCES BILL TO PROTECT AMERICANS’
DATA PRIVACY", 2021.10.29.
7.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E&C Republicans Unveil Comprehensive Strategy
to Establish a National Privacy Standard”,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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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Garante의 쿠키 사용 및 기타 추적 도구 적용
지침에 대한 분석

[ 목 차 ]

1. 개요
2. 지침의 주요 내용
(1) 쿠키 및 기타 추적 도구의 개념과 기능
(2) 정확한 동의 획득 및 수집 방법
(3) 분석 및 기술 쿠키
(4) 쿠키 배너 활용 방법
(5) 개인정보 보호방침 고지

3. 결론 및 시사점

1. 개요

▶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Garante)이 자국 내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쿠키 사용과 관련된 지침4)을 확정
• Garante 관할 하의 기업은 이번 확정된 ’쿠키 및 기타 추적 도구 사용에 관한 지침‘이
이탈리아 관보에 게재된 ‘21.7.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지침 준수 위반 시에는 6,000유로에서 최대 120,000유로의 과징금 부가
- 정보 누략 또는 부적절한 정보 게재 시: 6,000유로~36,000유로
- 동의 없는 쿠키 설치 시: 10,000~120,000유로
4) Garante, Guidelines on the use of cookies and other tracking tools,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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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은 ▲쿠키의 기능 ▲기타 추적 도구 ▲쿠키 및 기타 추적 도구의 유형 ▲적용 법
▲온라인 상의 동의 획득 시 고려 사항 ▲쿠키 및 기타 추적 도구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설계
내재화 ▲정보 고지 시 적용되는 새로운 요구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
• 이하에서는 지침의 주요 내용인 (1) 쿠키 및 기타 추적 도구의 개념과 기능 (2)
정확한 동의 획득 및 수집 방법 (3) 쿠키 배너 활용 방법 (4) 분석 및 기술 쿠키 (5)
프라이버시 고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함

2. 지침의 주요 내용

(1) 쿠키 및 기타 추적 도구의 개념과 기능
① 쿠키
▶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퍼블리셔)나 여타 웹사이트 또는 웹서버(써드파티)가
이용자 소유 단말기(terminal device) 내에 저장하는 문자열(text strings)을 의미
• 퍼블리셔 웹사이트에 직접 저장하거나 퍼블리셔 웹사이트의 매개를 통해 써드파티
웹사이트에 간접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존재
▶ 쿠키가 저장되는 단말기에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정보 저장이 가능한 여타
어떤 형태의 기기 포함
• 또한, 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IoT 기기 역시 단말기에 포함
- IoT는 ’21.2월에 개정된 EU의 ‘e프라이버시 지침(Directive 2002/58/EC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의 적용을 받는 단말기에도 포함됨
▶ 쿠키는 세션 모니터링,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촉진하는 이용자 설정과 관련된 특정
서버 접속 정보의 저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쿠키는 온라인 쇼핑 바구니 내의 아이템이나 컴퓨터 형태로 입력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
② 기타 추적 도구(other tracking tools)
▶ 쿠키와 동일한 목적 수행이 가능한 기타 추적 도구는 일반적으로 쿠키와 같은 능동적
식별자(active identifiers)와 수동적 식별자(passive identifiers)로 구분
• 수동적 식별자의 경우 단순히 관찰 역할만으로 능동적 식별자와 유사한 활동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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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적 도구는 기기상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특정 설정에 관한 정보의 모두 또는 일부를
수집함으로써 이용자의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로, 지문도 포함
- 지문 채취는 이용자 맞춤형 행동 광고 표시, 웹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분석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상 이용자의 행동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과 메커니즘을
맞춤화하는 등의 개인 프로파일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됨

(2) 정확한 동의 획득 및 수집 방법
① 동의
▶ 동의를 얻으려면 계약 당사자 또는 이용자 입장에서 동의 요청 문장이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나 기기 설정을 적용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컨트롤러의 적법한 이해(legitimate interest)라는 명목으로 쿠키 또는
기타 추적 도구의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음
• 컨트롤러는 데이터 주체를 보호하면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접근방식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음
• 컨트롤러는 쿠키 설치 및/또는 기타 추적 도구의 사용에 대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로 해석되고 기록하기에 적합한 기술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평가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또한, 동의 획득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컨트롤러는 온라인상에서 이용자 동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개별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이용자에게도 명확한
방식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이른바 '긍정 오류(false positive)', 즉 임의의 행동이 이용자의 고지된 선택을
시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 이용자가 수행한 조치가 모호하며 저장가능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음
• 무응답이나 미리 설정상으로 체크된 항목 또는 비활성 항목은 동의를 위한 절차로
인정하지 아니 함
• 동의는 동일한 목적(들)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처리 활동을 포함해야 하며, 처리
목적이 복수일 때는 각각의 처리 목적에 대해 모두 이용자가 동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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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수단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청 자체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사용에 불필요하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② 스크롤링(scrolling)
▶ 단순히 스크롤하는 것 자체로는 자신의 단말기 내의 기술적인 정보 이외의 쿠키를
수신하려는 데이터 주체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의로 인정되지 아니 함
▶ 그러나 스크롤은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용자가
자신에게 고지된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보다 복잡한 절차의 일부를 구성할 수는 있음
• 즉, 쿠키 또는 기타 추적 도구의 사용에 동의하는 선택으로서, 이러한 선택은 정확한
특정 양식에 따라 법률에 입각해 기록되고 문서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③ 쿠키 벽(cookie walls)
▶ 쿠키 벽은 이용자가 쿠키나 다른 추적 도구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메커니즘을 의미
• 쿠키 벽은 웹 사이트 컨트롤러가 쿠키 또는 기타 추적 도구의 저장 및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데이터 주체에게 동등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으로 간주
• 어떠한 경우라도 쿠키 벽의 적용은 GDPR 제5조제1항과, 특히 (a)절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즉,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쿠키 벽은 어떤 경우라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④ 최초 동의를 하지 않을 시 반복되는 동의 요청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한 후, 이용자가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서비스 이용 선택과 관련된 배너가 나타나며 웹 사이트 운영자 의해
불필요하고 방해가 되는 동작이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이용자가 기존에 보류했던 동의를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시 얻어내기 위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배너를 제시할 경우, 번거로운 동의 요청에 시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처리 동의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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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기본 설정을 고수하고 쿠키 또는 기타 추적 도구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및 이용자가 특정 쿠키 또는 추적 도구의 설치에만 동의할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용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지 않아야 함
• 쿠키 처리 환경(circumstances) 중 하나 이상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배너가 해당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구체적이며 필요한 목적을 수행할 경우
•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재방문 시 쿠키를 생성한 사이트로 쿠키를 재전송하기
위해 기기상에 쿠키가 이미 저장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이용자가 자신의 기기 및 컨트롤러에 적법하게 저장된 쿠키 삭제를 선택하고
컨트롤러가 기본값 설정을 고수하기 위한 이용자의 의도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이로
인해 이용자는 추적을 당하지 않고 브라우징을 지속할 수 있음)가 이에 해당
- 배너가 마지막으로 표시된 후 최소 6개월이 경과된 경우

(3) 분석 및 기술 쿠키
▶ 분석 쿠키5)가 기술 쿠키6)와 동등하게 취급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식별(즉, 선별)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쿠키의 특징을 토대로
분석 쿠키가 직접적이고 고유한 식별자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분석 쿠키는 동일한 쿠키가 여러 기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도록 하여 쿠키
수신자의 실체에 대한 특정성을 약화해야 함
- 통상적으로는 쿠키에서 IP 주소의 일부를 마스킹함으로써 이를 실현(예: 32비트
IPv4 IP 주소의 마지막 4자리를 마스킹 처리)
• 분석 쿠키는 누계치 통계 생성과, 개별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응용 프로그램 또는 웹 사이트에 걸친 개인의
브라우징 내역을 추적해서는 아니 됨
•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웹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는 데이터와 다른 어떤
정보(예: 다른 웹 사이트 방문에 관한 고객 기록 또는 통계)와도 대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아니 됨
• 앞서 언급한 최소한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단일 컨트롤러 관장 하의 복수의 도메인,
웹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통계 분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5) 사이트가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쿠키
6) 방분 사이트 내의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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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러한 분석은 컨트롤로가 보유한 자원을 통해 수행되며, 통계적 결합을
넘어서는 활동과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관련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
운영의 성격을 지니는 활동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4) 쿠키 배너 활용 방법
▶ 배너 방식을 통한 온라인 동의 획득은 기본적으로 유효함
• 다만,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처리의 각 특정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
데이터만 처리되고, 특히 수집된 데이터의 양과 보관 기간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처음 액세스할 때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쿠키나 도구가 이용자의 기기에 저장되지 않으며, 다른 능동적 또는 수동적
추적 기술도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웹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처음 액세스할 때 이용자가 관련 웹 페이지의 내용
검색에 지장을 끼칠 정도 크기의 영역 또는 배너를 띄워 자연스럽게 이용자 명령
동작을 유발시킴으로써, 고지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정보를 받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함
- 배너 크기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할 때 데이터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고려해야 함
- 배너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데이터 주체의 동의 표시를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를 허용할 수 있음
▶ 어떠한 동의도 없이 지속적인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만큼 사용자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해야 함
• 이용자가 기본 설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쿠키의 저장이나 다른 추적 기술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X'를 클릭하여 배너를 닫을 수 있음
• 'X'는 다른 팝업 영역이나 페이지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배너 영역의
오른쪽 상단 끝에 배치되어야 함
• 클릭 동작 버튼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선택 항목에 플래그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명령이나 버튼과 동일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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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버튼 선택 후에는 해당 이용자의 후속 서비스 이용 시 배너 표시가 중단돼야 함
▶ 오른쪽 맨 위에 있는 'X' 외에도 배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와 옵션이
포함되어야 함
• 오른쪽 끝에 위치한 'X'를 클릭하여 배너를 닫으면 기본 설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브라우징이 쿠키나 추적 도구 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문
• 이용자의 기능 및 웹브라우징 활용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이용자 선호와
웹방문자의 행동 분석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광고나 서비스 개인화를 위해
웹사이트가 기술 쿠키나 기타 기술 도구을 이용자 동의와 엄격한 조건 하에
사용한다는 최소한의 간략한 정보 고지
• 기술 쿠키나 도구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GDPR 제12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와 제13조(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으로의 링크나 연계된
형태의 정보 고지의 형태로 명확하게 모든 내용을 제공해야 함
• 모든 쿠키의 저장 또는 다른 추적 도구의 저장을 허용함으로써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명령(버튼)
▶ 기술 쿠키나 이와 유사한 도구만 실행되는 경우 이용자가 제거/비활성화해야 하는 팝업
배너를 표시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또는 일반 정보 공지사항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이해관계자(학계, 산업계, 의사결정자, 이해관계자 등)를 중심으로 투명성, 명확성 및
규정 준수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에 실행될 수 있는 서비스 조작, 색상 및 기능의
유형에 대한 표준 규범을 채택해야 함
• 이용자는 초기 선택을 변경하거나 정보 고지 및 사용자 옵션을 포함된 배너가 표시될
때마다, 이후 접속 시 선택한 모든 옵션은 기존의 옵션을 대체해야 함
• 옵션 변경과 관련된 명령 버튼이나 문자는 크기, 강조 및 색상이 동일해야 하며,
가독성과 사용 편의성을 갖춰야 함
• 이와 관련해 Garante가 제시하는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그래픽 표식, 아이콘 또는 기타 기술 도구를 관련 도메인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고,
이용자의

옵션을

선택하는

영역과

링크를

근접시킴으로써,

해당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동의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표시되도록 하여 아무 때라도 손쉽게 변경
또는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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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_ 프라이버시 배너 표현 모범 예시

출처: https://www.commandersact.com/en/italian-garante-new-guidelines/

(5) 개인정보 보호방침 고지
▶ 동영상 채널, 정보 팝업, 음성 상호 작용, 가상 비서, 전화 메시지 및 챗봇 등과 같은
다수의 채널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고지해야 함
▶ 배너에 담긴 정보는 보조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컨트롤러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통합을 통해 적어도 자사가 구현한 식별자의 규범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내에 해당 식별자 규범 기준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기술의 발전과 규제 개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마련된 동 가이드라인은
GDPR과 함께 Garante가 2014년에 마련한 ‘쿠키 관련 정보 제공 및 동의 획득을
위한 가이던스7)’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
7) Simplified Arrangements to Provide Information and Obtain Consent Regarding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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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GDPR과 EU ‘e프라이버시’에 입각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EU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단일 쿠키 가이던스를 제공
▶ 이번 가이드라인은 쿠키 활용을 위한 법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의무 준수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적절히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Garante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GDPR에 입각하여 쿠키 정보 저장의 적법성,
기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쿠키 정책 제공과 데이터 주체의
온라인 동의 수단 획득을 위한 적법한 수단을 구체화

- 9 -

21년 11월 월간(3)

Reference
1. Commanders Act, Italy: Key points from Garante's updated cookie guidance, 2021.9.7
2. Data Guidance, Italy: Key points from Garante's updated cookie guidance, 2021.10
3. Garante, Guidelines on the use of cookies and other tracking tools, 2021.6.10
4. Hunton Andrews Kurth, Italian Garante Publishes Updated Guidelines on Cookies and
Other Tracking Technologies, 2021.8.12
5. iubenda, Italy’s new cookie guidelines (and how to comply),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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