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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각국의 활발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 의식이 크게 고양
• 조직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정보 주체들에 대한 개선된 서비스나 개인화
서비스 등의 편의성 증진은 정보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유도
•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확산되며, 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활용 요구가 늘어나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이하에서는 2021년에 발간된 해외 주요 기관들의 실태 보고서들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와 조직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리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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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관별 조사 내용
(1) EY - 글로벌 소비자 프라이버시 서베이 20201)
Ÿ
Ÿ
Ÿ

발표 시점: 2021.1
조사 기간: 2020.7-2020.8
조사 대상: 전 세계 1,901명의 소비자

▶ (개인정보 공유) 개인정보를 조직과 공유하기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안전한 수집 및 보관(63%), 공유되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57%), 데이터 수집
기업에 대한 신뢰(51%) 순으로 응답
그림1 _ 개인정보 공유의 중요 조건

▶ (코로나 이후의 개인정보 인식) 소비자의 54%가 코로나로 인해 공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으로 응답
▶ (세대별 개인정보 이해도) 세대 간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젊은 세대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공유, 데이터 및
기술의 영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각각 53%, 47%가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약관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이러한 활동에 각각 43%, 35%를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

1) EY, EY Global Consumer Privacy Survey 2020,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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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_ 과거 6개월간 소비자 개인정보 관련 활동 현황

▶ (세대별 개인정보 공유 의사) 젊은 소비자들일수록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으로 조사
•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 중 절반(50%)이 보다 개인화된 검색 결과와 온라인 경험을
대가로 빅테크 기업과 검색 이력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데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23%에 불과
• 이와 대조적으로, 기성 세대는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베이비붐 세대의 2/3(66%)는 제3자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통제권 부족이 조직에
대한 신뢰 수준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응답

(2) KPMG - 기업 데이터 책임성2)
Ÿ
Ÿ
Ÿ

발표 시점: 2021.8
조사 기간: 2021.4-2021.5
조사 대상: 2,000명의 미국 성인(1차 조사), 1,000명 이상 임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보안·프라이버시·데이터 관련 의사결정자 250명(2차 조사)

2) KPMG, Corporate data responsibility: Bridging the consumer trust gap,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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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 지난 1년간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70%
• 응답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은 제품 및 서비스 개선(84%), 신기술 사용 또는
개발(70%), 마케팅 및 광고 노력의 일환(50%) 순
• 62%의 응답 기업은 현행 데이터 보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33%의 응답 기업은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조직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한편, 실제 조직 차원에서 비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가끔씩 사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9% 존재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86%의 응답자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30%에 이름
• 기업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8%에 이름
※ 이에 반해, 응답 기업의 75%가 자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준에 대해 별 무리가 없다고 답변

• 응답자의 40%가 개인정보를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것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
• 응답자의 76%는 기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응답
• 40%의 응답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떻게, 누구에 의해 사용되는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답변
※ 자사가 소비자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즈니스 리더는 53%에 불과

(3) Entrust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호에 관한 소비자 정서3)
Ÿ
Ÿ
Ÿ

발표 시점: 2021.1
조사 기간: n/a
조사 대상: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500명의 미국 성인 및 500명의 영국 성인

▶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향) 64%는 자신과 보다 관련성 있고 개인화된 서비스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소한 ‘어느 정도(somewhat)’는 앱을 통해
개인정보(예: 이름, 나이, 위치 등)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
3) Entrust, Data from Entrust Reveals Contradictions in Consumer Sentiment Toward Data Privacy and
Security,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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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Z세대 소비자의 69%가 이러한 조건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앱과 공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X세대의 경우 60%,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는 절반
미만인 48%로 각각 응답
• 대다수의 소비자(83%)는 앱과 서비스로 생체정보를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데 최소한
‘어느 정도’ 편안함을(comfortable)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
• 또한, 다수의 소비자(61%)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앱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프라이버시에 관한 소비자의 우려) 대다수 소비자(79%)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으며, 64%는 지난 12개월 동안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나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
• 다수의 소비자(60%)가 사이버공격과 보안 침해에 대한 뉴스를 우려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온라인 행동에 기반한 타깃 광고 증가(48%)를 그 다음의 이유로 꼽음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21%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것으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 (프라이버시 약관 이용 실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 우려가 커진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
• 실제로 소비자 중 압도적 다수(82%)가 적어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유지에 어느 정도
스스로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나, 실제 43%의 응답자는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응답
• 약관을 읽지 않는 소비자 중 69%는 읽지 않는 이유로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꼽았고, 28%는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약관을 읽지 않는 것으로 응답
▶ (세대별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인식) Z세대 소비자의 54%가 모든 앱과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37%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높지 않다고 생각
• X세대 소비자 중 42%가 앱 사용 과정의 일부로서 개인정보 보호약관을 받아들이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 중 41%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해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관리 조직에 대한 신뢰도) 미국과 영국 소비자 간의 비교 측면에서는
영국의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에

비해

개인정보

금융기관)에 대해 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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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고용주,

정부,

21년 12월 월간(1)
표1 _ 개인정보 관리 조직에 대한 신뢰도 비교: 미국과 영국
구분
영국
미국

고용주
35%
27%

정부 기관
31%
19%

금융 기관
41%
35%

• 영국 소비자의 35%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신의 고용주를 신뢰한다고 밝힌
반면, 미국 소비자는 27%가 그러하다고 응답
• 31%의 영국 소비자는 정부 기관/조직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
소비자의 19%만이 같이 대답
• 영국 소비자의 41%가 금융 기관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 소비자의 경우 35%에 불과

(4) CISCO - CISCO 2021 소비자 프라이버시 서베이4)
Ÿ
Ÿ
Ÿ

발표 시점: 2021.10
조사기간: 2021.6
조사대상: 12개 국가* 2,600명의 성인(유럽 5개국, 아태 4개국, 미주 3개국)
* 호주,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 (개인정보 관리상의 우려) 설문 조사 응답자 중 거의 절반(46%)이 현재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느낌
• 해당 응답자의 76%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응답
• 소비자들이 갖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의 주된 이유는 비즈니스 데이터 관행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그림3 _ 자신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

4) Cisco, Cisco 2021 Consumer Privacy Survey: Building Consumer Confidence Through Transparency and Control, 2021.10

- 6 -

21년 12월 월간(1)
▶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프라이버시에 관해 관심을 갖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의지가 있고, ▲실제로 행동을 실천한 ‘프라이버시 행동가(Privacy Actives)5)’가
전년 29% 대비 32%로 증가

표2 _ 프라이버시 행동 유형(세그먼트)별 응답자 비율

Ÿ

Ÿ

관심이 있음

행동의 의지가 있음

이미 행동했음

프라이버시 행동가

86%

79%

47%

32%

나와 타인의 데이터

Ÿ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시간과 돈을 쓸 의향이

관심이 있음

있음

데이터에 대한 보다

Ÿ

많은 통제력을 희망

개인정보 보호는 서비스
구매의 한 요인임

Ÿ

데이터 정책이나 데이터
공유 관행으로 인해
기업이나 서비스 제

Ÿ

좌측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공사를 변경했음

▶ (개인정보 문의, 변경 및 삭제 요청) 응답자 중의 25%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의 요청을 한 적이 있으며, 17%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음
• 국가별로 볼 때는 인도 응답자가 49%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요청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멕시코(37%), 브라질(36%) 순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의 책임 주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절반
이상(53%)이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민간 기업(21%), 개인 자신(17%)이 높은 비율을 차지
▶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효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60%는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
53% 대비 7%p 증가
• 응답자의 4%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년 6% 대비 2%p 줄어든 수치
• 국가별로 볼 때는 인도가 자국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국(77%), 이탈리아(75%) 순

5) Cisco는 3년 동안 ‘프라이버시 행동가’라는 소비자 세그먼트를 추적하여 매년 변화상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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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_ 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국가별)

(5) 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JIPDEC) - 프라이버시에 관한 소비자 의식 조사6)

Ÿ
Ÿ
Ÿ

발표 시점: 2021.10
조사기간: 2021.8(소비자), 2021.9(기업)
조사대상: 기업 291개사, 소비자 314명(유효 응답자 기준)

▶ (소비자 의식) 소비자 응답자의 73.6%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응답했으며, 70.4%는 금전적 이익이나 포인트 등의 혜택 유무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할 것이라고 응답
• 88.5%는 유사 상품의 선택 시에 기업의 프라이버시 방침을 고려하며, 젊은 층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남
- 29세 이하의 젊은 층은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32.4%를 차지해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령대로 확인

6) JIPDEC, 企業向け・消費者向けに実施したプライバシーガバナンスに関するアンケート結果,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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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_ 유사 상품 선택 시 기업 프라이버시 방침의 고려 정도

▶ (기업 의식) 응답 기업의 58.7%는 자사의 프라이버시 방침이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
• 프라이버시에 관한 방침의 명문화·보호 책임자 및 보호 조직 지정과 관련해서는,
절반가량의 기업이 현재 미비된 상황인 것으로 응답

3. 결론 및 시사점
▶ 각 기관들의 조사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감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환기와 코로나 비대면 환경을 거치며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이용 관련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쉬운 용어로의 대체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
• 특히, 세대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해도는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세대 간 개인정보 관련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제공은 서비스 개인화 등의 소비자 편리성 반대급부가 수반될 시 정보
주체의 저항감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소비자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수집 및 보관의 안전성 담보, 제공 정보에 대한
통제권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정보 주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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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Cisco, Cisco 2021 Consumer Privacy Survey: Building Consumer Confidence Through
Transparency and Control, 2021.10
2. Entrust, Data from Entrust Reveals Contradictions in Consumer Sentiment Toward Data
Privacy and Security, 2021.1.28.
3. EY, EY Global Consumer Privacy Survey 2020, 2021.1.25
4. KPMG, Corporate data responsibility: Bridging the consumer trust gap, 2021.8
5. JIPDEC, 企業向け・消費者向けに実施したプライバシーガバナンスに関するアンケート結果, 2021.10.18.

- 10 -

21년 12월 월간(2)

미국 의회, 국가 기준 설정을 위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입법화 추진

[ 목 차 ]

1. 배경

2. 개인정보보호 국가 기준 수립을 위한 4대 원칙

3. 개인정보보호 국가 표준 추진방향

4. 개인정보보호법안(Control Our Data Act) 초안 주요 내용

1. 배경
▶ 미국 하원의 “전력상업위원회”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dgers)
공화당 대표의원은 미국의 혁신 촉진,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가
기준(Standard)을 수립하는데 요구되는 4대 원칙을 제시(‘19.2)7)
• 개인정보보호 국가 기준은 ▲국가 전반에서 단일성을 유지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개인정보

오남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적용 가능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4대 원칙에 따라, 하원 “전력상업위원회”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과 “소비자보호상업소위원회”8)의 거스 빌리라키스(Gus Bilirakis) 의원은 포괄적인
연방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Control Our Data Act) 초안9)을 발표(‘21.11)
7) The Seattle Times, Four principles to protect your data and promote innovation, 2019.2
8) Sub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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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촉진,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칙 설정을
목표로 하여 포괄적인 연방법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 ’21.12월 기준 미국은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재하며, 주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니지아주에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함

2. 개인정보보호 국가 기준 수립을 위한 4대 원칙10)
▶ (원칙 1) 하나의 국가 기준을 제정함

• 인터넷은 미국의 주(state)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되며, 사람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인터넷 이용 방법, 기회, 경험이 가능하므로 주 경계를 초월한 국가적인 기준 설정 필요
• 캘리포니아주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제(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를
마련하고, 다른 주에서도 독자적으로 유사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방 국가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 혁신가, 기업가에게 확실성 제공
• 미국 내에서 여러 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이 상충하는 경우 문제점 발생 가능
- 예를 들어, 워싱턴주의 시민이 오리곤주의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아이다호주의 가족에게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공급기업은 가장
엄격한 주의 규제를 준수해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 가격은
인상될 것임

▶ (원칙 2) 국가의 기준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개인정보 오남용만을 대상으로 함

•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쇼핑하는 방식에 따라 식료품 매장을 구성할 수 있음
- 승차 공유 서비스는 교통 패턴과 사고에 대한 실시간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귀가하는 방법을 제시
- 기업은 사람들의 웹사이트 사용방식과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 내용을 수집 및
활용하여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음
•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9) https://republicans-energycommerce.house.gov/wp-content/uploads/2021/11/2021.11.02-Republican-CO
DA-Draft-.pdf
10) https://www.seattletimes.com/opinion/four-principles-to-protect-your-data-and-promote-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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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시간 절약, 도로교통
안전 제고, 고객 경험 개선 등의 이점이 저해될 수 있음
• 소비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의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가 수집, 이용 및
공유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오용하는 기업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원칙 3) 개인정보 보안 관행을 개선함
• 사람들은 기업이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기를
기대함
• 의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생태계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를 장려하는 초당적 솔루션을 찾아야 함
-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마련을 통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보장해야 함

▶ (원칙 4) 국가 기준은 국가 경제의 진정한 원동력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적합해야 함
• 대기업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둥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00만~1,00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출이 불가한 소규모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음
- 예를 들어, GDPR 발효 이후 Facebook과 Google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워싱턴주 벨뷰에 소재한 비디오 게임 회사인 우버 엔터테인먼트(Uber Entertainment)의
경우, GDPR 준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이 과대해 유럽에서 게임을
중단하고 있음
• 미국도 유럽에서의 사례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맞지 않도록 중소기업 보호 조치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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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국가 표준 추진방향
▶ 미국 하원의 소비자보호상업소위원회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 법안의 입법화 관련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11)

표1 _ 개인정보보호법안 입법화 추진방향
의원 이름

중점 추진방향
Ÿ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안국(Bureau of Consumer

Gus Bilirakis

Privacy and Data Security)” 설립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투명성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방법에 중점

Fred Upton

Ÿ 기업의 "합법한 목적"에 대한 정의, 기업이 사이버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방법에 중점
Ÿ 제3자(자연인 및 법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허용뿐만 아니라 단일

Bob Latta

국가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들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
해소하는데 중점

Brett Guthrie

Larry Bucshon

Neal Dunn

Debbie Lesko

Greg Pence

Kelly Armstrong

Ÿ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와 위험을 완화하는 기술에 중점
Ÿ 정보 수집, 이용, 공유 과정에서 합리적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설계에 중점
Ÿ 개인정보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안 관행에 중점
Ÿ 민감정보의 유형에 중점을 두고 차별 금지에 대한 기존의 정책 합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보장
Ÿ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방법,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여 정의하는 방법에 중점
Ÿ FTC의 적절한 집행 권한 사용, 주 법무장관과 협력,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 지침 및 세이프하버에 중점을 둘 것임

11) https://republicans-energycommerce.house.gov/news/press-release/ec-republicans-unveil-comprehen
sive-strategy-to-establish-a-national-privacy-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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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법안(Control Our Data Act) 초안 주요 내용

① 일반사항

▶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 추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특정 기관에서 수집, 이용 및 공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을 설정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에 관한 조치 요구
•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집행능력을 강화

▶ (적용범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covered entity)에 적용,
단 다음의 개인정보는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인력 고용 목적으로만 수집, 이용, 공유되는 정보, 집계 정보, 비식별 정보, 가명정보
• 정보가 토큰화, 암호화 등으로 사용하거나 판독하거나 복호화할 수 없는 정보
•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출처(뉴스 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
또는 연방 및 주정부 등 정부 기록에서 얻은 정보

▶

(용어정의)

개인정보처리자(Covered

Entity),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와

개인정보 브로커(Information broke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개인정보처리자)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에 따라 FTC가 권한을 갖는 모든 단체, 법인,
신탁기관, 협력기관, 협동조합 등을 의미(대상 기관의 계열사 포함)
• (민감정보) 개인의료정보, 생체정보, 위치정보,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정부 발행
식별번호,

통신내용

및

통신당사자,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직불카드번호,

보험증권번호 등 금융 정보, 13세 미만의 어린이 정보, DNA 정보 등 유전정보
• (개인정보 브로커)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유하고 제3자에게 판매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계열사, 자회사 포함),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주요 수익원이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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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조항

▶ 개인정보보호법안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2 _ 개인정보보호법안 초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 및

제103조

명시적 사전 동의

민감정보

이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3자(개인이나 법인)와 공유 가능
-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 이용, 공유하기 전에 명시적인 동의 필요

별도의 동의

Ÿ 민감정보 수집, 이용, 공유를 위해 별도의 동의 요청 필요
Ÿ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유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공개
- 거래(주문과 관련된 요금 청구 및 감사 포함) 수행에
필요한 고객 지원(제품 개발과 개선 등), 개인이 특
별히 요청이나 승인한 제품·서비스 제공

제104조

일반사항

- 법적 의무 준수
· 사기, 불법 활동의 식별, 탐지, 예방 조치를 확인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그 활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소

이용 또는 공유를

· 실제 또는 잠재적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

위한 합법적인 목적

· 사이버위협 등 개인에 대한 임박한 위험 방지
· 기존 기능을 손상하는 오류 파악 및 해결 등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기 전에
제한사항

명시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유할 수 없음

제105조
보관

일반사항

제106조
개인정보보호 설계
(Privacy by
Design)

Ÿ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법적 기간에만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에

정책 및 절차

관한 합리적 정책과 절차를 수립·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이용, 공유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방·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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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위험 완화
-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합당한 교육과 보호 조치를 구현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절차를 수립
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
고려 요소

-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와 활동의 성격, 범위 및 복잡성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민감도와
규모, 프로그램 구현 비용
Ÿ 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 해당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
정보보호 정책과 절차를 수립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절차를 주기적

대규모

검토 및 수정 절차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에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책과 절차가 해당 법률을 준수

대한 추가 요구 사항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수행
- 규정 준수에 대한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와 당국 간의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와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개인정보 위험을 증폭하는
변경사항 발생 시 위험 평가 수행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이용 및 공유하는 개인정보
유형 고려

제107조
위험평가 및 완화

위험 평가

Ÿ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는 편익 분석
Ÿ 개인정보보호 위험 평가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 검토
- 개인정보 및 정보원천 유형
- 시스템
- 정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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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제3자(자연인 및 법인) 및 서비스 제공자
-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등 신기술을 사용한 개인
정보 보호 수단
개인정보의
기밀 처리

Ÿ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험 평가 관련 개인정보를 기밀로 보호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수행

위험 완화

- 개인정보의 익명화나 가명화 수행
- 암호화,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
Ÿ 개인정보처리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나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허용하기
위해 제3자(자연인 또는 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사 및 통지
제108조

요구사항

제3자 공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계약조건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사 수행
- 개인정보보호 위반 증거를 발견하면, FTC 및 법무
장관에게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 위반 성격, 행동
정보 등을 알림

개인정보의
기밀 처리

Ÿ FTC에 제출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호하기

일반사항

위한 합리적 관리·기술·물리적 보안 조치, 정책, 절차를
개발, 구현 및 유지
Ÿ 개인정보 관련 관리·기술·물리적 보안 조치, 정책, 절차는
다음 사항을 고려

제109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와 복잡성, 활동의 성격과 범위

개인정보 보안
고려사항

- 개인정보 무단 접근 및 획득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도구를 이용하는 비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이용, 공유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기술·물리적 보호
장치와 관련된 최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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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Ÿ 보안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임직원을 지정
Ÿ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과 기밀성 관련 내·외부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장치의 적절성을 평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Ÿ 예측가능한 위험을 통제하도록 설계된 보안장치 구현
Ÿ 관리·기술·물리적 보안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유지
Ÿ 보안장치 평가, 기술의 중대한 변화, 개인정보에 대한 내·
외부 위협,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 계약·운영 변경을 고려
하여 해당 보안장치를 합리적으로 조정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에
일반사항

대한 보안을 규율하는 자체적 규제 지침을 마련하여
FTC에 승인 신청할 수 있음
Ÿ 신청한 지침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Ÿ 지침이 다루는 단체 또는 활동에 대한 설명

제110조

신청서 포함내용

Ÿ 지침 신청 시점의 개인정보처리자 목록
Ÿ 개인정보처리자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자율규제 지침

위해 FTC가 승인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

및 세이프하버

Ÿ (의견수렴) 자율규제 지침 신청서를 수신 후 신속히
일반인 의견을 수렴
FTC 검토

Ÿ (신청승인) FTC는 지침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지침을 승인
Ÿ (결정)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침을 승인이나 거부
Ÿ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를

금지된 행위
제111조

통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나이, 정치
이념, 장애, 계급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음

차별금지
예외사항

제112조

주법의 면제

단일 국가 기준
권한의 보존

Ÿ 개인정보처리자가 광고, 마케팅 또는 경제적 기회의
제공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이용과 공유를 금지하지 않음
Ÿ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주의 소비자보호법, 계약,
사기 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음
Ÿ 일반적으로 연방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FTC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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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Ÿ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는 민사 처벌 가능
-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권한을 보유
Ÿ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민사 처벌
- 연간 수익이 30억 달러이고 소셜미디어 월간 이용자 수가
300명, 수익의 3/4이 온라인 광고인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우는 위반 건별 10만 달러 이하, 위반을
인지한 건별 10만 달러의 민사 처벌
- 일반적인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위반 건당
43,792 달러 이하의 민사 처벌 또는 인지한 위반 건
당 43,792달러의 민사 처벌
Ÿ 후속적인 위반의 경우 민사 처벌
FTC의 집행

- 대기업은 위반 건별 10만 달러 이하의 민사 처벌
또는 고의적 위반 건별 10만 달러의 민사 처벌
- 중소기업은 위반 건별 43,792 달러 이하의 민사 처벌
또는 고의적 위반 견별 43,792 달러의 민사 처벌

제113조

Ÿ 민사 처벌 과태료 결정 시 다음사항을 고려

시행 및 소비자 배상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정도
- 위반의 의도성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행한 이전의 유사한 이력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불 능력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 지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사항 식별 후 시정조치 여부
- FTC 경제국에서 결정한 경제적 영향
-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타 문제
주 법무장관의
집행

Ÿ 주(州) 법무장관이 주 거주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미국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Ÿ FTC가 위반 혐의를 통지한 후, 개인정보처리자는 통지

위반 시정 능력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개시
- 개인정보처리자가 30일 이내에 위반 혐의를 시정
하기 위해 조치를 개시하지 않으면 민사 처벌 가능
Ÿ 법안 제정 후 1년 이내, FTC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FTC의 피해 연구

공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피해 요소 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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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Ÿ 법안 제정 후 3년 이내, FTC는 하원의 전략상업위원회,

소비자 손해배상 및

상원의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국가 차원의 표준 이행,

집행에 대한 접근

법무장관과의 협력, 행정조치의 경제성 평가, 집행
수단의 정당성 등을 보고해야 함
Ÿ FTC 내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안국” 조직을 설치
- FTC 관할권 내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

조직 설치

보안 법률이나 규정을 관리하고 시행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소비자 권리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제공

제114조

-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 관련 중소

소비자

기업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Ÿ FTC의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안국”의 인력

개인정보 보안국

구성은 다음과 같음
조직 구성

-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안국” 국장
- 250명 이상의 인증된 전문가
- 최소 25명의 공인된 기술자
- 최소 5명의 심리학자

개인정보
브로커의
제115조 개인정보

웹사이트 공지

브로커 요건

접근 및 전송된
정보에 대한
감사 로그

Ÿ 개인정보 브로커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
브로커라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공지사항으로 게시
Ÿ 법안 제정 후 1년 이내, FTC는 개인정보 브로커가
내·외부 접근에 대한 감사 조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을 공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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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Data Guidance, USA: Overview of the House leaders' strategy for draft privacy national
standard, 2021.11
2.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E&C Republicans Unveil Comprehensive Strategy to
Establish a National Privacy Standard, 2021.11.3.
3.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 BILL(Control Our Data Act)
https://republicans-energycommerce.house.gov/wp-content/uploads/2021/11/2021.11.02-Rep
ublican-CODA-Draf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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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B, GDPR 제3조와 제5장의 상호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목 차 ]

1. 개요

2. GDPR 제3조와 제5장이 병존하는 이유

3. 개인정보 이전의 개념

4. 마치며

1. 개요
▶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GDPR 제3조(GDPR의
영토 범위)와 제5장(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의 상호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21.11.18.)
• GDPR 제3조제2항은 ‘EU 역내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a)상품/서비스 제공이나
(b)행동 모니터링과 관련해 역외 컨트롤러/프로세서가 수행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는 GDPR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GDPR의 적용 범위가 물리적 국경을
초월함을 밝히고 있음
• 그런데 GDPR 제5장은 ‘개인정보가 EU의 물리적 국경을 벗어날 경우’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GDPR 제3조제2항과 제5장이
상호 배타적인지 아니면 서로 나란히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GDPR 제5장은 제44조(이전 통칙)부터 제45조(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이전),
제46조(적정 보호조치에 근거한 이전), 제47조(의무적 기업규칙), 제48조(유럽연합
법으로 승인되지 않은 이전 또는 제공), 제49조(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예외),
제50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까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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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DPB는 어떤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컨트롤러/프로세서 스스로 파악하여 GDPR 제5조의 의무사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 GDPR 제3조와 제5장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한 의견 수렴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진행됨

2. GDPR 제3조와 제5장이 병존하는 이유

▶ EDPB는 GDPR 동법 제3조제2항(역외 적용)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보완재로서
동법 제5장이 존재한다고 설명
•

GDPR

제44조는

‘처리를

위해서든

처리

과정에서든

제3국이나

국제단체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동법 제5장의 규칙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으며, 그 근본 취지는 제3국이나 국제단체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GDPR이 추구하는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음
- EU 역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GDPR과 기타 EU/회원국 차원의 법규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역외로 이전돼 현지 단체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 개인정보에는
그 같은 EU 법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이에 GDPR 제5장은 EU 집행위원회(EC)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나
적정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통해 EU 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
- 예를 들어, GDPR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을 활용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국가로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으나,
이때 해당 사업자는 그 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관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강구해야 함
- 개인정보의 흐름 가운데는 GDPR 제5장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그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와 관련해 GDPR에 규정된
의무사항(개인정보 처리의 잠재적 위험도에 맞춰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도입 등) 일체는 여전히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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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_ GDPR 제5장에 규정된 개인정보 이전 방식12)
구분
전제 조건

내용
• 개인정보 이전은 GDPR 제5장(제44조-제5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GDPR
이 보장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시행 가능
• (GDPR 제45조) EU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 혹은 지방
으로는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전 가능
- 단, 해당 결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는 개인정보 수출자(data exporter)
스스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GDPR 제46조)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에는 GDPR 제46조제2항에 언급된 <이전 수단(transfer tool)>
중 하나를 법적 근거로 활용해야 함
- <이전 수단>에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의무적 기
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인증
(certification), 임시 계약조항(ad hoc contractual clauses) 등이 있음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수출자는 이들 중 어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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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조
치 없이도 GDPR 제49조의 예외 규정(derogations)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이
전할 수도 있으나, 그 같은 예외는 특정 상황에 한해 조건부로 적용되는 것
일 뿐 일상적인 이전 근거가 될 수 없음
- 여기서 ‘특정 상황’이란 개인정보 이전에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동의
했거나 계약 이행, 공익, 법적 주장의 입증/행사/방어, 중대한 이익 보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이전이 필요한 경우를 지칭
- 단, 이를 근거로 제3국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 조건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유효하
기 위해서는 적정성 결정 및 적정 보호조치의 부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함

12) https://edpb.europa.eu/system/files/2021-06/edpb_recommendations_202001vo.2.0_supplementarymeas
urestransferstools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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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이전의 개념

▶ GDPR은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EDPB는 동법 제5장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래의 세 기준을 제시(순차적으로 모두 충족 시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
(1) 컨트롤러/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GDPR의 적용을 받아야 함
- GDPR 제3조에 따르면, GDPR은 사람이나 기업이 아닌 그들이 수행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적용됨
<GDPR 제3조>
1. 컨트롤러 혹은 프로세서의 EU 역내 사업장 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는 GDPR이
적용되며, 이는 해당 처리가 EU 역내에서 실행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 EU 역외 콘트롤러나 프로세서가 EU 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관련해 처리할
경우에도 해당 정보처리에 GDPR이 적용된다.
(a) EU 역내 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정보주체가 직접 비용을 지불
하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b) 그 정보주체들의 EU 역내 행동을 모니터링

(2) 해당 처리 행위와 관련해 그 컨트롤러/프로세서(개인정보 수출자)가 또 다른
컨트롤러/공동

컨트롤러/프로세서(개인정보

수입자)에게

전송

혹은

여타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 이 조건은 전송 혹은 여타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자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일 것을 우선 전제하고 있음
- 따라서,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 사는 한 개인이 온라인 주문을 통해 싱가포르에 위치한
의류 업체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더라도 이는 GDPR 제5장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되지 않음(이 경우의 개인은 컨트롤러도 아니고 프로세서도 아님)
-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싱가포르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는 GDPR 제3조제2항에
따라 GDPR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을 수는 있음
- 또한 제3국 사업자가 EU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할 때는 SCCs 같은
이전 근거가 필요 없더라도, 그 사업자가 같은 나라의 프로세서에게 해당 데이터의
처리를 맡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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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조건은 ‘개인정보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별개의 (공동)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폴란드에 위치한 A 업체의 직원인 George가 인도 출장 도중에 회사 PC에
원격 접속하여 메모 파일을 편집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되지
않음(Goerge는 A와 별개의 주체가 아니라 A의 일원임)
- 단, A 업체는 폴란드에 설립돼 있기 때문에 George에 의해 이루어진 개인정보
처리(원격 열람 및 파일 수정)는 GDPR의 적용을 받음(제3조제1항에 해당)
- 따라서 이때 A 업체는 Goerge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GDPR 제5장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적절한 안전조치 등 GDPR의 제반 의무사항은 여전히 준수해야 하며,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를 들어) 특정 국가로 노트북을 갖고
출장가지 못하게끔 내부 규정을 세울 필요도 있음
• 아울러 GDPR 4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이전은 컨트롤러만이 아니라 프로세서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프로서세의 데이터 전송 행위도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EU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XYZ 업체가 EU 역내의 ABC 업체에 자사
직원/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 ABC의 해당 처리 행위는 설령 그
데이터에 EU 거주자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GDPR 적용을 받게 되며(제3조제1항),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XYZ(EU 역외 업체)에 재전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간주됨
- 또한 독일의 A 업체가 프랑스의 B 업체(프로세서)에 개인정보 처리를 대행시키고 B는
그 작업의 일부를 인도 소재 C(서브프로세서)에 대행시킬 경우, B에서 C로의 개인정보
전송 역시 GDPR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와 관련해 EU 역외 업체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됨
• 같은 기업그룹 내에 속한 업체들이라 해도 서로 별개의 컨트롤러/프로세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컨대 EU 역내의 자회사에서 EU 역외의 모회사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될 수 있음
- 일례로 미국 B 업체의 자회사인 아일랜드의 A 업체가 자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모회사로 전송해 그룹 HR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한다면, EU 역내 기업인
A(컨트롤러)의 처리 행위에는 GDPR이 적용(제3조제1항)되며 B(프로세서)는 제3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전송은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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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입자는 제3국에 위치해 있거나 국제기구여야 하며, 이는 그 수입자가
GDPR 제3조에 의해 이미 GDPR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함
- 예를 들어 EU 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지만 EU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 업체가 프랑스 소재 B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 A와 B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는 각각 GDPR 제3조제2항과 제3조제1항에 따라 GDPR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B에서 A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됨
- 즉, 개인정보 수입자 측이 설령 GDPR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더라도, 개인정보
수출자는 수입자가 위치한 국가의 법제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함
- EDPB는 제3국의 법제 및 관행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을 별도의 권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음
표2 _ 제3국 법제 및 관행 평가 시 고려할 사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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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목적(국가안보, 국방, 공공안전, 형사범죄 대응 등)을 위한 민주사회의 필수적·
비례적 장치’에 해당한다면 <이전 수단>의 의무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제3국 법제

간주될 수도 있음14)
- 제3국의 관련 법제가 <이전 수단>의 내용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공기관의 위법적인 개인정보 열람에 맞서 정부주체가 활용 가능한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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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https://edpb.europa.eu/system/files/2021-06/edpb_recommendations_202001vo.2.0_supplementarymeas
urestransferstools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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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이전 수단>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실제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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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15)
제3국

- (iii) 문제 소지를 지닌 법규가 수입자 혹은 이전 대상 개인정보에 적용되고 있거나

공공기관들의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해당 법이 <이전 수단>에 규정된 계약상의 보증 내용에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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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되는 처리 행위에는 GDPR
제5장이 적용되므로 관련 컨트롤러/프로세서는 그 조항들에 규정된 조건(적절한
이전 근거 활용,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 도입 등)을 준수하여 제3국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함
• GDPR 제46조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한 여러
종류의

이전

수단을

표준계약조항(standard

언급하고
contractual

있으나
clauses,

현재

실제

SCCs)과

활용되고
의무적

있는

것은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정도이고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이나 인증(certification)
등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음
- SCCs는 ‘GDPR의 적용을 받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개인정보 수출자, 혹은 수출자)’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3국

컨트롤러/프로세서(개인정보

수입자,

혹은

수입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처리 행위에 일련의 표준 규칙을 부여
- BCR은 개별 다국적 기업이 일정 요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구의
승인 하에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칙으로서 그 기업의 모든 산하
조직(자회사, 지부 등)간 개인정보 이전에 적용됨
14) EDPB는 공공기관(정보기관, 법집행기관 등)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제3국 법규의 정당성 여부를 판
단할 때 <EDPB Recommendations 02/2020 on the European Essential Guarantees for surveillance measures,
10 November 2020>를 참고할 것을 권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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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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SCCs의 활용 빈도가 높지만, 여러 나라에 자회사나 지부를 둔 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이전 행위에 SCCs를 활용한다면 수백
건의 SCCs 계약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BCR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음

표3 _ SCCs와 BCR 비교
구분

SCCs(GDPR 제46조)

BCR(GDPR 제47조)

• EU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표준계약조항16)
으로서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이나
국제단체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일련의 개인
특징

정보 보호 요건을 부여
- 계약 당사자들은 SCCs를 활용해 개인정보 이
전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
우 추가적인 규칙도 병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조치,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
제3국 법제 및 관행 등과 관련해 일련의
GDPR식 의무사항을 규정
내용

-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조치 섹션에는 목적
제한, 투명성, 정확성/개인정보 최소화, 저장
/처리 기간 제한, 민감정보, 재이전, 문서화
관련 의무사항이 포함됨
• 제3국에 위치한 데이터 수입자의 SCCs 준수
를 입증할 책임은 데이터 수출자에게 있음
- 즉, 데이터 수출자는 ‘▲제3국의 법제(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규정 등)와 관행, ▲개인

검증 주체

정보 이전의 제반 상황17) ▲SCCs를 보완하
기 위해 도입된 기술적/조직적/계약상 안전
조치’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문서화해 관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공해야 함

• 개별 다국적 기업(혹은 조직)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내부 규칙이며,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관할 감독기구의 승인 필요
- 공동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그룹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을 지님

•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면서 GDPR 제37조
제2항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그룹 및 구성원 각각의 연락처,
개인정보 이전의 내역,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 여러 내용을 명시해야 함

• BCR은 EU 회원국 감독기구(선임 감독기구
및 관련 감독기구)와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됨
- BCR의 수립 및 승인에는 오랜 시간(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일단 승인된
BC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당 기업의
전사적(company-wide) 노력에 어느 정도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음

16)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도 SCCs를 채택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17) 개인정보 처리 사슬의 길이, 개입하는 행위자의 수, 사용되는 전송 채널, 재이전 계획, 수신자의 유형, 처리의 목적,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형식, 이전 관련 경제 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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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 결론적으로 EDPB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GDPR 제3조와 제5장이 서로 동시에
적용됨을 밝혔고, ‘EU 거주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행위에는 GDPR
제5장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GDPR 적용을 받는 EU 역외
사업자들의 법적 부담감도 덜어줬음

▶ 아울러 EDPB는 ‘이미 GDPR 적용을 받고 있는 EU 역외의 데이터 수입자’들과
관련해서는 ‘GDPR의 일반 의무사항을 중복 적용하기보다는 해당국의 법제 및
관행과 실질적인 정보주체 구제 수단 등에 초점을 둔 보완적인 이전 수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부연
•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새 SCCs에 ‘GDPR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역외 사업자가
데이터 수입자인 경우에는 활용 불가’라는 제한이 걸린 것과도 맥을 같이 함(단,
그런 사업자라도 데이터 수출자 입장인 경우에는 새 SCCs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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