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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조사

미국

은 존재하지만 이는 계약법전, 불법행위법전, 재산법전이라는 다양한 제정법을 취합한 것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경
우 주(州) 재판에 의한 판례법이 기본이 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 재
판소 및 재판소 절차법 내의 민사편, 형사편 등으로 구분된다.
무엇보다 미국법의 특징은 연방과 각 주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고, 판례법과 성문법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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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체계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각 주의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지며, 사법제도의 특징인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 규율(self-regulation) 방식으로 EU GDPR,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배심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20세기 들어 주법 통일화를 위한 운동이 일어나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과 같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연방 법률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

조문 형태로 통일·정리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에

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영역별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각 분야별 개인

의존하기보다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and Accountability Act),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등이 대표적으로, 각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경우, 개별법주의의 법률 체계에 따라 일반법보다는 각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 요구가 있을 때 별

각 특정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연방 의회 차원에서의

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법제는 연방법과 주법으로 양분화 되어 있기 때

노력이 진행 중이며 실제 몇몇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이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한편, 주(州) 법체계도 연방법과 같이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EU GDPR 제정 이후 캘
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많은 주들이 포괄적인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8년 6월 미국 최초로 민간 분야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3. 개인정보보호법
가. 개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도입했다. 이후 2020년 11월 CCPA를 바탕으
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한 캘리포니아 주 개인정보보호 권리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이 주민투표

(1) 연방법

로 통과되었다. 2023년부터는 CCPA를 일부 개정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 권리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이하 CPRA)이 시행 예정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재로 인해 영역별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개별법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별로 나뉘어 각 영역 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한다. 연방법 중에서는 1974년 제정된 프라이버시법(Privacy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버지니아 주(2021년 3월), 콜로라도 주(2021년 7월)도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제정

Act of 1974)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서 연방정부기관 등 공공 부문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호 및 규

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매사추세츠 주, 뉴욕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펜실베이니아 주, 오하이오 주 의회가 개인정

율하는 역할을 한다.

보보호 일반법을 각 주 의회에 발의하는 등 총 20여 개의 주에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1]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방법률

2. 미국 법률체계
미국의 법 제도는 연방법과 각 주(州)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칭하여 미국법이라 한다. 미국은 영국법을 계승하여 판례
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영국의 보수적 판례법주의와 달리 선례를 적극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명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66)

또한 성문헌법이 있고 연방법전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법과는 다르게 성문법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했다.
한편, 미국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다. 미국법에서 제정법이라 함은 무질서한 법률을 모아놓은 집합체로서 판례를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정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조문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암묵적인 전제가 되는 판례가 존재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주요 내용
- 정부 공공 문서에 기록된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면제
조항을 규정
- 거의 모든 정보 요구자에 대해 정부 수집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되 공개 의무에서 면제되는
비공개 사항(exemption)에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명백히 침해되는 인사 및 의료 파일, 법집
행 목적의 수립 기록, 정보의 부당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 포함

- 미국 정부기관 보유 기록 보호
- 일반 국민이 자신들의 기록에 무슨 정보가 포함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
어야 하고 일정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미국법에는 민법(Civil Law)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법전(Civil Code)이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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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정보보호를 담당한다.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연방의료보험통상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 국가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 대상 연방컴퓨터 시스템 보안을 위
(Computer Security Act,

- 컴퓨터시스템자문회의(Computer Systems Advisor Board)가 연방컴퓨터 보
안과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들을 적시하고 동 이슈에 대해 국가표준국에 자문을 하
고 관리예산실, 국가안보원 및 연방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컴퓨터정보 결합 및
프라이버시보호법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받은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호를 주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Driver's Privacy

(E-government Act,
2002)

(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1984)

- 최소 연 1회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현황 고지하도록 의무 부과(수집 목적, 수집 정보, 보유
기간, 열람 절차 등)
-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 전자기록에 관한 정부의 접근 절차 및 방법을 통제하여 전자기록의 기밀성 보호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1986)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 포괄적 범죄통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에 포함되어 있던 기
존의 컴퓨터 사기법(computer fraud law) 개정으로 제정된 사이버 보안법으로 1994,
1996, 2001 개정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986)

- 정부기관의 컴퓨터에 대한 무단 접근, 정보 변경, 이용 방해 등 악의적 손상(malicious
damage) 및 사이버 범죄 악용을 금지

의 대중 공개 제한

부 사이 협력을 증진하여 국민 권익 보장
- OMB내 전자정부국을 두어 연방정부가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전자정부

- 주(州)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영향을 주는 사기 가담 의도의 컴퓨터 패스워드
유통 금지

서비스 및 업무를 개발·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기술 도입 전 프라이버시 영
향 평가 실시 의무 규정

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
(Video Privacy Protection
Act, 1988)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이 제정되고 있다.

[표 2]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방법률
법률명

주요 내용

공정신용조사법

-신
 용평가기관(Credit Reporting Agencies)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방지를 위한 신
용정보보호 법률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

-신
 용평가기관은 은행, 신용카드사, 기업,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가 개인의 신용 평가 목적
으로만 정보를 사용한다는 합리적 믿음이 있는 경우 혹은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
보 제공 가능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

-학
 생의 교육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학부모 및 학
생의 동의 없는 정보공개를 규제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1974)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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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은 교육부의 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 적용됨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기금 수여
조건으로 교육정보 및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공개와 관련해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
-수
 정헌법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근거하여 개인금융기록의 비
밀 보장

- 수색영장이나 수신자 동의 없는 서신 개봉 금지 및 동의 없는 전화, 데이터 전송, 라디오 통
신의 차단 또는 도청장치 사용금지 등 통신프라이버시 보호 내용을 전자메일 및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 전송과 같은 통신 분야로 확장
- 음성메일, 전자메일 등 권한 없는 접근 및 이용 금지

- 차량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의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 국민중심의 전자정부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기관의 협력 및 민간 부문과 정
전자정부법

- 케이블 TV 기술의 진보 및 양방향 케이블 시스템의 개발이 초래할 부당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험에 대비하여 케이블 통신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규정 마련

근로자 거짓말 탐지기 보호법
(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 1988)
전화소비자보호법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1991)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1994)
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96)

- 비디오테이프 판매사업자 또는 대여사업자가 비디오 대여 기록을 고객 동의 또는 법원 승
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민간 부문 근로자들 대상 거짓말 탐지 테스트 금지 및 테스트 거부 등 근로자의 기타 권리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해 제정
- 입사지원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요구할 수 없으며, 특정 조건 만족 시에만 테
스트 실시 또는 권유가 가능. 근로자가 거부 시 강제 불가
- 수신자의 동의 없는 광고 전화, 광고 팩스 등 과도한 텔레마케팅 확산과 프라이버시 침해
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 FCC는 동 법에 근거하여 텔레마케팅 종사자에 대해 전화 수신을 거부한 소비자 명단인
DNC(do-not-call) 목록의 유지·관리 의무 부담
-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합법적인 통신 감청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법원 명령이나 법률에 의
거한 정부 권한 보전을 위해 제정
-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감청이 필요한 범죄 조사 실시 시, 법 집행기관이 발신자 추적
정보, 전화 도청 등 통신 사업자의 유선·전자통신에 대한 정부 접근을 보장하도록 통신 사업
자 및 전기통신 장비 제조업체에 네트워크, 장비 설정을 요구 가능
- 전화회사의 고객 개인기록 오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 포함
- 신규 서비스 판매를 위해 전화가입자 통화유형(calling pattern) 정보 이용 전 고객 사전 승
인 의무 규정

-어
 떠한 정부 당국도 형사법상 수사 및 기소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고객 금융기록
에 접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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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Protection Act, 1994)

- 미국 정부 공무원이 출간물의 범죄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probable cause)이 없는 한 개인
의 보유 작품, 산출물, 문서 자료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 금지

케이블통신정책법

- 연방기관을 포함한 컴퓨터 정보의 조합은 연방 혜택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혜택을

1988)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1980)

미국

1987)

한 표준과 가이드라인 개발 책임 부여

- 언론인과 뉴스룸(신문사·방송사에서 뉴스를 받고 준비하는 곳) 보호를 위한 법으로, 언론인
및 언론 자료를 과도한 수색 및 압수 집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

01

컴퓨터보안법

프라이버시보호법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Child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
금융서비스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1999)
대테러감시법

아동착취행위소추법
(The Protection Act of
2003,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동
 법 제정 이후 2009년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Health
Act(HITECH) 제정으로 건강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직 등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규칙과 관
련된 준수 요건이 한층 강화

법·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과 달리, FTC는 규칙 제정을 통하여 사전에 기업 활동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이 안
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TC는 국민·피해자의 신고, 자체 인지, 타 기관 요청에 의해 사건을 인지하고, 공익에 관련된 사건을 선택하여 조사를
개시한다. 즉 모든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는 ① 조사, ②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1
 3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 온라인 수집 금지하며 아동 정보를 수집하는 상업적 웹 사이트
는 데이터 수집 정책을 고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Law Judge)에 의한 심의, ③ 행정법 판사의 일차 결정, ④ 이의 신청, ⑤ 위원회의 최종 결정, ⑥ 사법심사로 진행된다.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고객의 금융정보보호를 위해 제정

한국의 경우, 과징금, 형사 처벌과 같은 공적 집행(pubic enforcement)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은 피해자에 의한 손해

-개
 인금융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고지 의무를 규정하는 프라이버시 원칙, 정보보호를 위한
세이프 가드 원칙, 고객 대상 기만적 정보 취득을 금지하는 프리텍스팅(pretexting)을 규정
-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
-국
 내전화·국제전화 도청, 전자감시 수색영장 등 법 집행기관의 감시 능력 확대, 테러 방지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위한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 테러 형별 규정 강화, 테러 혐의
에 해당되는 활동 목록 확대 등을 규정
-아
 동포르노의 광고, 판촉, 제시, 배포, 매매유도(solicitation) 등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 제작자는 신분증명서 검사 및 촬영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확인 필요
-부
 모 동의가 없는 한 온라인 회사가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개인 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요청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

배상소송이나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이 활성화되어 있다. FTC는 특정 사건으로 다수의 소비자
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전해 준다. 이외에도 FTC는 법 집행, 연구 및
보고서 발간,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의회 증언, 법률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상무부 및 국무부의 국제
협력(EU-US Privacy Shield, APEC CBPR) 업무를 지원한다.
한편, 최근 각계에서 연방법으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자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방 의회는 모든 유형
에 적용될 수 있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노력에 착수했다. 기업이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수많은 연방법과 각 주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법마다 상충되
는 법적 요구사항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있어 기업의 혼란과 각종 부담
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는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
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을 통해 모든 유형의 산업
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 등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연방 의회는 포괄적 개인정

이 외에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2006)은 기업의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

보보호를 다루는 법안,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한 법안 등을 발의함으로써 각계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려

로 하며, 개인정보는 소비자 보호에 포함된다. 동 법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설립(제

는 노력을 하고 있다.

1조), 직원 및 예산(제2조), 위치(제3조), 소관 업무, 절차(제5조), 추가 권한(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27조
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에 근거하여 FTC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관 법률은 70개 이상이다. FTC가
담당하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다.

[표 3] 연방거래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위법 행위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2006)
한글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방법,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
위나 관행 또는 기만행위나 관행은 위법이다.

영문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or affecting commerce,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 are hereby declared unlawful.

제5조(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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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 Act, 2001)

-환
 자의 건강 개인정보를 생성, 수신, 유지, 전송하는 병원, 의료서비스 회사를 비롯해 변호
사 사무실, IT 회사, 보험 회사 등이 적용 대상

극적인 법 집행, 기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전문성 있는 법 집행 등이 특징이다.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

미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1914년에 설립된 FTC는 준 사법기관적인 독립규제위원회로서 행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을 직접 내린다. 신속하고 적

01

연방의료보험통상책임법

-전
 자적 형태의 건강 정보보호를 위해 전자적 교류를 위한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강제하는
것으로 연방 의회나 보건복지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전자적 교
류 프라이버시 규칙을 개발하도록 규정

주요 내용
H.R.1816 - Information Transparency & Personal Data Control Act

정보 투명성 및 개인정보
관리 법안
(2021.3.11)

-재
 정, 건강, 유전 등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해당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기 전 소비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요구
-기
 업은 개인정보 사용 방법, 사유 및 목적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쉬운 언어로 작성된 개인
정보보호정책을 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
-연
 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이 법률 위반에 대한 집행 권한을 행사(소비자에게는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각 분야별로 개별적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 GDPR 제정 이후 각 주에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대
 규모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책임감 있
게 처리하기 위한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

S.2134 - Data Protection Act of 2021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하며, 감독기구에
다양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

주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사업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
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CPA)을 채택했다. CCPA는 2018년 6월 캘리포니아 주 의회
통과 이후 경과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발효되었으나, 시행규칙 제정 등 하위법령의 제도 정비를 이유로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CCPA는 캘리포니아 민법전(California Civil Code) 제1.81.5편에 총 19개 조문을 추가하여 편제되어 있다. 동 법은
거주민들에게 소비자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폭넓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사업체에게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
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서 EU GDPR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EU GDPR과는 달리 해당 법률을 관장

-개
 인정보처리자의 불법, 불공정, 기만, 남용, 차별적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금지하고 법률
위반 시 벌금 부과

S.2499 - Setting an American Framework to Ensure Data Acc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SAFE DATA Act)

하는 감독기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는 사업체의 CCPA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기구를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
할 수 없다.
또한, 동 법이 캘리포니아 주 영토 밖 범위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
민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EU 역외 국가에도 적용되는 EU GDPR과는 차이가 있다.

- 미국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및 이동권 등을 보장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후 2020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CCPA 대비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감독

- 기업이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

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 권리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CPRA)이 통과되

-기
 업이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전송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소
비자에게 공개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기
 업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 FTC의 권한을 강화하여 소비자 개인정보를 잘못 사용하는 기업에 책임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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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최초로 민간 분야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했다.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 소비자 민원 접수 및 검토, 조사 수행

-개
 인정보와 관련한 정의를 구현하고 개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독기구 민권사무
소(Office of Civil Rights) 설립

(2021.7.28)

입법 요구 및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 민간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표준 및 지침 개발

-▲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된 거대 기술 기업의 합병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이전을 포함하는 기업 간 합병 등을 검토

개인정보 접근, 투명성 및
책임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 법안

(2) 주법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연방 표준을 설정하여 각 주별 각기 다른 표준 대신 연방 전체
적으로 균일한 표준을 제공

-F
 TC 및 주 검찰총장에게 연방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 동시에 FTC에 해당 권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 제공

(2021.6.17)

호 간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의 각 주(州)에서도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EU GDPR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포괄적인 일반법은 없으며,

-기
 업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및 공개행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개
인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의무화

2021 개인정보 보호 법안

인정보보호법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나 법률 위반 시 처벌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상

었으며,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시행될 CPRA는 적용대상, 개인정보 개념 정의, 소비자 권리, 기업 의무 등에서 CCPA와 여러 차이점을
보이며, 특히 미국 내 최초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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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9)

을 받게 되므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방 의회에서도 연방 개

S.1494 - Consumer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of 2021

-소
 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등)을 제공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법안

로 전망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가중되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벌

미국

법안명
(발의일자)

그러나 미국 연방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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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방 의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최근 발의 내역(2021년 8월 기준)

주요 내용

적용대상 축소

-소
 규모 사업체 중 연간 5만~10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는 사업체를 CPRA 적용대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세 사업체의 법률 준수 부담 축소

민감정보 정의 규정

-개
 인정보 개념에서 민감정보 개념을 분리하여 새로이 정의하고 민감정보 공개 및 활용을 엄
격히 제한하는 등 기업에 민감정보 관련 추가 의무 부과

- CPRA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주 검찰총장에게 집행권을 부여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개
인의 사적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허용하는 반면, VCDPA는 주 검찰총장에만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CPA도 주 검찰총장 및 지방 검사를 제외하고는 집행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
집행

- 단, 금지명령(injunctions), 처벌(penalty)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의 집행권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동 법률을 시행하
는 주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음(§1798.199.90(c))

- GDPR상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중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 ▲목적 제한 원칙 ▲보유기
간 제한 원칙을 조문에 반영

소비자 권리 확대

-소
 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정 요청권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알 권리 ▲민감정보 공유 및 사용 거부권 등을 추가적으로 부여

기업의 의무 강화

-사
 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을 명시한 계약 작성 의무화 ▲기업의 보안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구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책임을 부담하는 등 기업 의무 강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미
 국 최초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창설을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감독기구가 동 법을 위반한 사업
체,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개인 등에 대해 각 위반당 행정벌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

한편, 매사추세츠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펜실베이니아 주, 뉴욕 주, 오하이오 주(이상 2021년 기준 법안 발의일 순) 등
5개 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발의되어 의회에 계류 중이다.

[표 7] 5개 주에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매사추세츠 정보보호 법안(Massachusetts Information Privacy Act, SD 1726)이 하원 의회에
발의(2021.2.18.) 후 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상원 첨단정보기술·인터넷·사이버보안 위원회에서
심의 중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버지니아 주 및 콜로라도 주도 각각 EU GDPR 및 CCPA/CPRA에 영향을 받아 포괄적인 개인
정보보호법인 버지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VCDPA, 2021년 3월 제
정)과 콜로라도 개인정보보호법(Colorado Privacy Act, CPA, 2021년 7월 제정)을 제정하였다.

- CPRA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주 검찰총장이 가지던 ▲규칙 제·개정 ▲법률 위반 조사
▲집행 등 다양한 권한을 이전

매사추세츠 주

- (정보주체 권리) 동 법안은 소비자에게는 접근권, 정정권, 이동권, 삭제권 및, 처리 제한권 등 정보
주체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부여
- (컨트롤러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충성도 및 기밀유지와 같이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의
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음

VCDPA와 CPA는 CPRA와 상호 간 유사한 점이 많으나, 적용 범위, 용어 사용, 정보주체의 권리, 컨트롤러의 의무, 개

- (감독기구 설립)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감독기구는 개별 위반 건당 최대 연간
전 세계 매출의 4% 이하 또는 2천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의 행정 처분 가능

인정보 감독기구, 집행 등에서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안(North Carolina Consumer Privacy Act, SB 569)은 상
원 의회에 발의(2021.4.6.) 후 현재 상원 규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

[표 6] 캘리포니아 CPRA, 버지니아 VCDPA, 콜로라도 CPA의 차이점
항목

주요 내용
- CPRA 및 VCDPA는 비영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CPA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

적용 범위

용어 사용

정보주체 권리

- VCDPA 및 CPA는 기업 간 상사 거래 및 고용 관계에서 활동하는 개인을 ‘소비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사 거래 및 고용 관계에 있는 개인은 동 법이 부여하는 소비자 권리에서 제외
-C
 PRA는 ‘사업체(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VCDPA 및 CPA는 GDPR과 같이 ‘컨
트롤러, ’프로세서‘ 등의 용어를 도입

캐롤라이나 주

- (적용 범위) 동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연간 10
만 명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는 법인 ▲25,000명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
처리하면서, 총 수익의 50% 이상을 개인정보 판매로 창출하는 법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
우에 적용
- (정보주체 권리) 소비자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접근권, 정정권, 삭제
권, 처리제한권 등을 보유하며, 피해 발생 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컨트롤러 의무)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요청에 응하고,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목
적을 공개하며,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범주, 처리 목적,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
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C
 PRA, VCDPA, CPA 모두 소비자 및 정보주체에게 알권리,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개인
정보 이동권, 개인정보 판매 거부권 등을 부여
- 단, VCDPA 및 CPA는 타깃 광고 거부권,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추가적으로 보유
- CPRA, VCDPA, CPA 모두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보안 조치, 민감정보 처리 금지, 정보주체
에 대한 차별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이행 기한 준수(45일)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

컨트롤러 의무

14

-단
 , VCDPA 및 CPA는 타깃 광고 또는 프로파일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정 유형의 처
리활동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CPRA는 개인
정보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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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GDPR 원칙 일부 도입

- CPRA는 법률 집행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신설한 반면, VCDPA와 CPA는 개
인정보 감독기구 미설치

미국

항목

개인정보 감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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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 권리법(CPRA)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동 법안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 또는 공유
하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영리 사업체로서,
▲연간 총 수익이 1천만 달러 이상 ▲매년 5만 명의 소비자, 가구 또는 기기장치의 개인정보를 단독
또는 결합하여 구매, 판매 또는 공유 ▲연간 매출의 50%를 소비자 개인정보 판매로부터 창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체

미국은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IP 주소와 장치 식별자 등 특정 개인과 관

- (정보주체 권리) 소비자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판매, 공개 여부에 대해 알 권리, 접근
권, 삭제권, 개인정보 판매 거부권, 차별금지권을 보유

미국 최초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CCPA는 개인정보를 특정 소비자 또는 가구(household)

- (컨트롤러 의무) 기업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
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가 판매될 수 있음을 알리고 개
인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뉴욕 주

- (적용 범위) 동 법안은 뉴욕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
스를 생산하는 법인이면서, ▲연간 총 수익 2,500만 달러 이상 ▲10만 명 이상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또는 처리 ▲미국 전역 기준 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1만 명의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또는 처리 ▲총 수익의 50%를 개인정보 판매로 창출하고, 25,000명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또는 처리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법인에 적용
- (정보주체 권리)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이동권, 차별금지권 등 개인정보
에 관한 다양한 권리를 제공
-컨
 트롤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처리 목적을 변경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을 제공
하는 대신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
- (컨트롤러 의무)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리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
릴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불공정·기만적이거나 학대적인 행동 관여 불가
오하이오 개인정보보호 법안(Ohio Personal Privacy Act, HB 376)은 하원 의회에 발의된 상태
(2021.7.12.)

오하이오 주

- (적용 범위) 동 법안은 오하이오에서 사업을 하거나 오하이오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또는 서비
스를 생산하는 조직으로서, ▲오하이오에서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간 총 수익 창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오하이오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 ▲연간 25,000명 이상의 오하이오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면서, 총 수익의 50% 이상을 개인정보 판매로 창출 등의 요건 중 어느 하
나를 만족하는 조직에 적용
- (정보주체 권리) 소비자는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개인정보 판매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
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공개 요청 가능
- (컨트롤러 의무) 기업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에 대해 차별을 가할 수 없고. 소비
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공

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거나 연관 또는 연관 짓는 것이 가능한 정보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이름, 가명, 연락처, 정부 ID,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위치정보, 계좌번호, 학력, 구매 이력, 온라인 및 장치 ID, 검색 및 검색 이력, 기타 온라인 활동
이 포함된다, 동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거주자로 정의된다. EU GDPR처럼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가구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개별법에서는 민감한 정보 범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건강정보, 금융정보, 신
용도정보, 학생정보, 생체정보, 온라인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신원 도용 또는 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간주한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의 CPRA는 개인정보 개념에서 민감정보 개념을 분리하여 새로이 정
의하고 민감정보 공개 및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CPRA에 따르면, 소비자(Consumer)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8장 제17014절에 정의된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CCPA와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특정 소비자 또는 가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연관 가능
한 정보를 의미한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나 식별되지 않거나 집계된 소비자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민감한 개인정보란 소비자의 특정 정보를 드러내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특정 범주는 사
회보장,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또는 여권번호, 로그인 계정, 금융 계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번호와 필요한 보안 또
는 액세스 코드, 암호 또는 접속 가능한 자격 증명 등이 포함된다(§1798.140).

다. 적용 범위
캘리포니아 주의 CPRA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가지는 사업체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영리 법인으

이 외에도 법률로 제정되었거나 현재 의회에 법안이 계류된 상태는 아니지만, 미국의 여러 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① 전년도 연간 매출 2,500만 달러 이

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2021년 7월 기준 앨라배마 주, 알래스카 주, 애리조나 주, 코네티컷 주, 플로리다 주,

상, ② 매년 10만 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가정의 개인정보를 구매·판매·공유, ③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

일리노이 주, 켄터키 주, 메릴랜드 주, 미네소타 주, 미시시피 주, 노스다코타 주, 오클라호마 주, 텍사스 주, 유타 주, 워

유하여 연간 수익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사업체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CPRA는 소규모 사업체 중 연간 5만~10

싱턴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법률 준수 부담을 낮추었다.
CCPA와 마찬가지로 CPRA는 면제 조항도 제시하고 있다. 비식별화 처리 또는 통계적 집계 처리된 소비자 정보를 수
집, 사용, 보유, 판매, 공유 또는 공개하는 사업체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 또는 공유하는 사
업체라도 상행위의 모든 요소가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이 면제된다. 이 외에 캘리포니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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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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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뉴욕 개인정보보호 법안(New York Privacy Act, S6701)은 상원 의회에 발의(2021.5.13.) 후 현재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심의 중

련되거나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정의

01

펜실베이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안(Pennsylvania Consumer Data Privacy Act, HB 1126)
은 하원 의회에서 발의(2021.4.7.)된 후 현재 하원 소비자 위원회에서 심의 중

료정보 제공업체, 연방의료보험통상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의 적용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1798.130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

을 받는 건강정보,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 임상 실험 및 수집·처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

리·판매·공개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체는 기록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계약업체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
록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체가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한 제3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통지

미국

CPRA §1798.105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삭제권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소비자

01

정보 비밀유지법(California’s Confidenti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ct, CMIA)의 적용을 받는 의료정보 또는 의

한다. 또한 사업체는 삭제 요청을 제출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라. 정보주체의 권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삭제 요청의 기밀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계약업체는 소비자 요청 대응
에 협조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계약업체는 자사를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했을 수도 있는 모든 서비스 제공업

(1) 알 권리 및 접근권

체, 계약업체 또는 제3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CPRA는 §1798.110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하고

(4) 처리제한권

처의 범주, ③ 개인정보의 수집, 판매, 공유를 위한 사업적·상업적 목적, ④ 사업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제3자의 범

CPRA §1798.121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주, ⑤ 해당 소비자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특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사업체는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체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

§1798.130(a)(5)에 따라 소비자 요청을 받은 경우 상기 조항에 따라 명시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요한 용도로 개인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감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사업체는 §1798.135(a)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 정보가 사용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계약업

또한 소비자는 §1798.115에 따라 판매 또는 공유되는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

체에게 특정 목적 및 기타 목적을 위해 공개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민감정보의 사용 또는 공

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 목적상 이를 공개하는 사업체에게 ① 사업체가 수집한 개인정

개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 §1798.135(c)(4)에 따라 소비자의 민감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소비자

보의 범주, ② 사업체가 판매 또는 공유한 개인정보의 범주와 해당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한 제3자의 범주, ③ 사업

로부터 받은 사업체는 다른 목적을 위해 민감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계약업체는 해

체가 사업 목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공개한 개인정보의 범주와 사업 목적으로 공개된 사람의 범주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당 사업체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수령한 민감정보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업
체는 §1798.130(a)(4)에 따라 요청을 받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1798.130(a)(5)에 따라 소비

(5) 이동권

자의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체는 판매 또는 공
유한 소비자 개인정보의 범주, 또는 사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

CPRA §1798.130(a)(3)(B)(iii)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체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해야 한다. 제3자는 §1798.120에 따라 소비자가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명시적인 통지를 받지 않는

있는 형식으로, 또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판독

한 사업체에 의해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공유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이 가능한 형식으로 소비자로부터 획득한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정 정보에는 보안 및 무결성 보장을 위
해 생성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정정권
(6) 반대권
CPRA §1798.106에는 소비자의 부정확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권이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에 대한 부정확
한 개인정보를 유지하는 사업체에 해당 개인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CPRA §1798.120에는 개인정보의 판매 중지 또는 공유 거부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개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체는 §1798.130에 따라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사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제3자에게 지시할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공개해야 한다.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정정 요청을 받은 기업은 §1798.130 및 §1798.185(a)(8) 규정

를 갖는다. 이 권리는 매각 또는 공유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Consumers’ Right to Opt Out of Sale or Sharing)라

대로 소비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정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사업체는 §1798.135(a)에 따라 해당 정보
가 판매 또는 공유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에 대해 '옵트아웃' 할 권리가 있음을 소비

(3) 삭제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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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비자는 소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체가 ① 수집한 개인 정보의 범주, ②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출

근, 삭제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지정된 방법을 제공해
야 한다. 사업체는 소비자에게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 권리 행사를 위해 해당 사업체에 계정을 개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사업체는 소비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정보 제공, 정정, 삭제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필요한
CPRA에서 컨트롤러는 사업체(Business)에 해당한다. §1798.135에 따라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거나

경우 45일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는 소비자의 정보 요청 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가 근

§1798.121(a)에 의해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거부권·제

거가 없거나 과도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요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권 행사 가능성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민감정보의 활용·공개 시 인터넷 홈

경우 그 근거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미국

(1) 컨트롤러의 의무

01

마.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페이지에 소비자가 개인정보 판매나 공유 거부, 민감정보 활용·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1798.145(h)(2)는 사업체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
또한 사업체는 §1798.100(a)(3)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 최소화 의무를 갖는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가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를 공개된 목적에 필요한 시간 이상 보유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항이다.
(4) 아동보호
을 금지하는 것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공개 목적에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CPRA 조항에서 사업체가 소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소비자가 13~16세인 경우는
소비자로부터 ▲소비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소비자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소비자 개인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승인

§1798.100(e)는 합리적 보안절차 구현 및 유지 조항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체는 §1798.81.5에 따

받지 않은 경우, 사업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소비자의 연령을 고의로 묵과하는 사업체

라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1798.121(b)는 소비자로부터 민감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

의 경우 소비자의 연령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 또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업체는 이를 무단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는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업체 또는 미성년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
체는 §1798.135(4)에 따라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가 금지된다.

이 외에 §1798.100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보유 여부 통지, §1798.120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 거부권 통지,
§1798.125의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판매·공유·보유 등에 따른 사업체의 재정적 인센티브 관련 통지 등 필수 통지와 관

(5) 개인정보 영향평가

련한 조항들이 있다. §1798.125에는 사업체가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CPRA §1798.185(a)(15)는 사업체가 수행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에 심각한 위
(2) 프로세서의 의무

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업체는 ① 연례 사이버보안 감사(cybersecurity audit)를 진행하고, ②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 평가를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감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처리에

CPRA에서 프로세서는 서비스 제공업체(Service Provider), 계약업체(Contractor)에 해당한다. §1798.100(d)에 따

따른 소비자·기업·기타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간 비교 형량 등이 포함된다.

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공유하거나 사업적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계약업체에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계약업체와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798.140은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계약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개인정보 판매 또는 공유, ②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 ③ 직접적 사업 관계 이
외의 개인정보 사용, ④ 특정한 예외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3) 정보접근 요청 대응
CPRA의 §1798.130은 사업체의 통지, 공개, 정정, 삭제 요청 관련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체는 소비자가 정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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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100(a)(1)에는 사업체의 목적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가. 버지니아 주 VCDPA

미국

미국에서는 일부 정부 기록 및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외 이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전 세계적

4. 기타 관련 법령

01

바. 개인정보 역외 이전

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주요 거점이다. 2020년 7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U-US
Privacy Shield 무효 판결(Schrems II 판결)을 통해, EU-미국 간 프라이버시 실드 프로그램이 EU에서 미국으로 전송

(1) 적용 범위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효화하였다. Schrems II 판결에 따라 스위스 연

버지니아 주의 VCDPA는 2021년 3월 2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VCDPA는 버지니아에서

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Swiss 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는 미국-스위스

사업을 수행하거나 버지니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① 연간 최소 100,000명 이상의

간 프라이버시 실드 프로그램이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거나 ② 최소 25,000명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고 총 매출 중 개인정보 판매

사실상 무효화되었다고 판단했다.

를 통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개인(persons)’에게 적용된다.
단, 주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고등 교육기관,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제5장의 적용을 받는

사. 집행

금융기관 및 개인정보, 연방의료보험통상책임법(HIPAA) 및 건강정보기술법(HITECH Act)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

(1) 과징금
한편, VCDPA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법률 또는 조사에 따르거나, 법 집행에 협조하거나, 소송 제기 혹은 제기된
CPRA의 §1798.199.90는 주 검찰총장의 집행 권한을 명기하고 있다. 사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개인 등이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소비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나

동 법 위반 시 각 위반 건당 최대 2,500 달러의 민사 처벌이 부과된다. 고의적 위반이나 미성년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

다른 자연인의 생명이나 물리적 안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안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련 위반 시는 건당 최대 7,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우, 동종 업계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1798.199.10 등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의 행정적 집행 권한을

(2) 정보주체의 권리

명기하고 있다. 사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개인 등이 동 법 위반 시 각 위반 건당 최대 2,500 달러의 행정 벌

정보주체는 컨트롤러가 수집 중인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알 권리,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개인정보 이동권, 타깃 광

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의적 위반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 7,500 달러의 행정 벌금이 부과된다.

고·개인정보 판매·프로파일링 거부권을 갖는다.

§1798.150은 개인 소송권 관련 조항이다. ▲캘리포니아 개인정보유출법(California’s data breach law)에 따라 암호

(3) 컨트롤러의 의무

화 및 편집되지 않은 개인정보 ▲비밀번호 및 보안 질문-답변으로 잠금 처리된 이메일 주소 등이 사업체의 합리적 보안

VCDPA에서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은 적절하고 유관하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

절차 구현 및 유지 의무 위반을 통해 무단 접근, 유출, 도난, 공개되었을 경우 개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

준으로 제한한다. 목적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필요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는 건당 100~750 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기밀성·무결성·접근성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구현·유지해야 한다. 민감정보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아동의 민감정
보는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처리되는 개인정보 범주
및 목적, 소비자의 권리 행사방법, 제3자와 공유되는 개인 정보 범주 및 해당 제3자의 범주를 고지해야 하며, 개인정보
의 제3자 판매 또는 타깃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지 의무가 있다.
이 외에 컨트롤러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정보 요청에 45일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특정 요건 충족 시 45일 연장
가능).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요청에 대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연간 최대 2회), 소비자 요청 거부 시 45일 이내
에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컨트롤러는 자신의 실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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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계사는 적용이 제외된다.

결정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01

나. 콜라라도 주 CPA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도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상의 부모 동의 요건을 준수하는 컨트롤러 및 프로
(1) 적용 범위

와 관련하여 아동을 대신하여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의 CPA는 2021년 7월 8일 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CPA의 적용 대

미국

세서는 VCDPA상의 부모 동의를 얻을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상은 콜로라도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콜로라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컨트롤러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음의 각 처리 활동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① 연간 100,000명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거나, ② 25,000명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

및 문서화가 요청된다. 타깃 광고, 개인정보 판매, 특정 상황에서의 프로파일링, 민감정보 처리, 소비자에게 높은 위험이 발

면서, 개인정보의 판매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할인받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컨트롤러(controller)’이다.

생하는 처리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 검찰총장은 컨트롤러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요청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계열사, 특정 의료정보, 소비
(4) 프로세서의 의무

자 신고기관에 의해 수행된 특정 활동,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VCDPA에 명시된 프로세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지시를 따르고 컨트롤러가 의무를 준수하

(COPPA)에 의해 규율되는 개인정보, 고용 목적으로 유지되는 개인정보, 고등교육기관 등에 의해 유지되는 개인정보

도록 지원해야 한다.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관리하려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 계약체결이 필수이다. 계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스 제공 후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컨트롤러에 반환, ③ 프로세서가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2) 정보주체의 권리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컨트롤러에 제공, ④ 컨트롤러의 합리적인 평가에 협조하고, 또는 자격을 갖춘 독립 감사자가

정보주체는 컨트롤러의 수집 개인정보 및 처리·공유 활동에 대한 알 권리,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개인정보 이동권, 타

프로세서의 정책과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 시 컨트롤러에 해당 평가 보고서를

깃 광고·개인정보 판매·프로파일링 거부권을 갖는다.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하여 협력업
체를 업무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이다.

(3) 컨트롤러의 의무
CPA에 명시된 컨트롤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컨트롤러의 개인정보 수집은 특정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필

(5) 집행

요한 수준으로 한정되고 적절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개인정보 특정 처리 목적을

VCDPA는 주 검찰총장의 수사 및 집행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주 검찰총장은 수사 권한과 VCDPA 위반을 집행할 수

벗어난 처리를 금지한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소비자의 민감정보 처리가 금지된다.

있는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다.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30일 간의 시정 기간을 제공하고, 기
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주 검찰총장이 소송을 개시하고 위반 건당 최대 7,500 달러의 가처분 또는 민

아울러 컨트롤러의 투명성 의무도 제시되고 있는데, 컨트롤러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명확하며 의미 있

사 벌금 청구가 가능하다.

는 개인정보보호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개인정보 범주, 처리 목
적,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제3자와 공유하는 개인정보의 범주 및 제3자의 범주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에게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표기해야 한다. 타깃 광고를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컨트롤러의 판매 또는 처리 방법을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공개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는 컨트롤러가 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컨트롤러는
45일 이내에 소비자의 정보 요청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 45일 연장이 가
능하다.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요청에 대해 1년에 한번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12개월 내에 추가 요청이 있을 경
우 컨트롤러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컨트롤러가 소비자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컨트롤러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소비자의 요청을 인증할 수 없고 요청의 인증을 위해
소비자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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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개인에게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 ② 서비

러는 자신의 조치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요청이 거

Ⅱ. 행정체계

01

부된 경우 컨트롤러의 통보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컨트롤러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
내에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특정 상황에서 60일 연장 가능).

미국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컨트롤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

1. 개요

이 금지된다. 또한 컨트롤러는 높은 위험이 발생하는 처리 활동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
자에게 높은 위험이 발생하는 처리활동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위험이 있는 타깃 광고, 개인정보 판매, 민감정보 처리 등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 연방기구는 없으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각각 예산관리국(Office of

이다. 컨트롤러는 주 검찰총장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주 검찰총장은 이를 평가할 수 있다.

Management and Budget, OMB)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감시 체계로서 정부와 의회, 사업자 협회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프로세서의 의무
CPA에 따라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컨트롤러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

한편, 오는 2023년에 정식 출범하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CPPA)

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소비자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지원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통보 및 시스템

는 캘리포니아 주로 한정되는 한계는 있으나, 해당 영역 내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주관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보안과 관련하여 컨트롤러가 보안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프로세서의 처리는 컨트롤러와의 구속력 있는 계약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① 처리의 특성, 목적을 포함한 지시사항, ② 처리 기간 및 처리 대상 개인정보의 유형,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개
인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 부과, ④ 프로세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 협력업체를 사용할 경우 요건사항 규정,

OMB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비독립적 기관이다. 2021년 10월 말 기준 국장은 공석 상태로, 부국장 Shalanda

⑤ 적절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유지 관련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의 책임 분배, ⑥ 서비스 제공

Delores Young이 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장은 장관급 자리이자 대통령에 직속되는 자리이다. 국장을 정점으

종료 시 컨트롤러에 모든 개인정보를 반환할지 또는 삭제할지 여부, ⑦ 프로세서가 동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로 차장(Deputy Director)과 관리차장(Deputy Director for Management)이 각각 법무, 입법, 전략기획, 관리 및 운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제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⑧ 컨트롤러 또는 감사자의 합리적인 감사 및 검사를 허용하

영, 경제정책, 입법참조, 예산관리, 자원관리와 연방재무관리, 연방조달정책, 전자정부 및 IT, 인사, 정보 및 규제 업무

고 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를 담당한다.

(5) 집행

[그림 1] 예산관리국(OMB) 조직도

CPA는 주 검찰총장 및 지방 검사의 집행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주 검찰총장 및 지방 검사는 주의 이름으로 또는 주 거
주민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며, 각 위반 건당 20,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산관리국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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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ty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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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ty Direct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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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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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STATUTORY OFFICES

자원관리실
RESOURCE MANAGEMENT OFFICES

천연자원국

NATURAL REOUR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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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문서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컨트롤러에 제공해야 한다.

[표 9]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주소

Federal Trade Commission

725 17th Street, NW

주소

Washington, DC 20503
전화번호
팩스

미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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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예산관리국(OMB) 연락처

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80

Information and Directory Assistance: (202) 395-3080

전화번호

Congressional Inquiries: (202) 395-4790

(202) 326-2222
사기 및 잘못된 사업관행 신고: ReportFraud.ftc.gov

(202) 395-3888

온라인 소비자 신고

신원 도용 신고: IdentityTheft.gov
불법 광고전화 신고: donotcall.gov

다.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CPPA)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통과에 따라 1914년 설립되었다.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CPPA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독립적 감독기관이다. 2020년 11월 주민투표로 확정된

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이자 독립적 법집행 기관이다. 총 5인의 위원 Lina Khan(민주당, 위원장) Rohit Chopra(민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 권리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CPRA)에 설립근거를 둔 미국 최초의 개

주당), Rebecca Kelly Slaughter(민주당), Noah Joshua Phillips(공화당), Christine Wilson(공화당)과 사무국으로

인정보 감독기구이기도 하다.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후보를 선정, 상원의 승인으로 임명되고, 임기는 각 7년이며, 위원 구성 시 같은
정당 출신이 3인 이상 될 수 없다.

2021년 3월부터 Jennifer Urban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 포함 총 5인의 위원(Jennifer M. Urban, John
Christopher Thompson, Angela Sierra, Lydia de la Torre, Vinhcent Le)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주지사는
위원장과 위원 1인, 주 검찰총장, 주 상원 규칙위원회(Senate Rules Committee), 주 하원의장은 각각 위원 1인을 임

[그림 2]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직도

명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명되는 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소비자 권리 분야에서 전문
성과 소양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CPPA는 2021년 10월, 개인정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와 별개로, 감독기구의 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무이사
(Executive Director)로 Ashkan Soltani를 선임했다. Sotani 전무이사는 감독기구의 관리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

국회협력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실

종보실

행정판사실

정책기획실

감사실

[표 10 ]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PPA) 연락처

국제교류실

고용근로평등실

연락처

의 시행·집행을 담당하고 대중 인식 제고 등을 관할하게 된다.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비서실

주소
일반 자문실

소비자보호국

사무국장실

경쟁국

경제담당국

FTC는 뉴욕에 있는 본사 사무실 외에 애틀랜타, 시카고, 클리블랜드,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

Governor Gavin Newsom
1303 10th Street, Suite 1173
Sacramento, CA 95814

전화번호

(916) 445-2841

온라인 소비자 신고

(916) 558-3160

틀에 8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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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2. 역할 및 권한

캘리포니아 주 내 소비자의 권리 및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CPRA를 시행하는 법 집행기관이다.
사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개인 등이 CPRA 위반 시 행정적 집행 권한을 갖는다. 각 위반 건당 최대 2,500

OMB는 국가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한적인 역할을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고의적 위반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위법을 저지를 경우 7,500달러의 벌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연방의 각 공공기관이 1차적인 개인정

금 부과가 가능하다.

미국

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01

다.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구(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CPPA)

보보호 의무를 지고, 예산관리국은 각 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FTC는 독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담당한다. FTC의 주요
법적 권한은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이나 기만적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ssion

Ⅲ. 피해구제 체계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Act) 제5조에 근거한다. 부서별로 보면, 일반자문실은 위원회에 기관의 관할과 권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국은
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방지한다. 경제담당국은 FTC의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소비자보호국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업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 개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 대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소비자 신용정보 ▲비디오 프라이버시 ▲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는 법률을 집행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연방 의회로부터 부여받아 행사한다.

[표 11] OMB와 FTC의 주요 기능
구분

기관

주요 기능

공공

예산
관리국
(OMB)

- 연방정부 행정기관
- 예산편성·운용 등 예산 정책관리 차원
에서 공공 부문 개인정보보호 역할 담당
-개
 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이전·공
유 감독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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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거래위
원회
(FTC)

- Do-not-call Service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정
-연
 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등을 근거로
사업자 법위반 행위 등 조사: Safeharbor 기준 미국 내 기업 관리

근거 법령
- Privacy Act, 1974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74
- Privacy Protection Act, 1980
-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1988
-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f1994
- E-Government Act, 2002
[금융부문]
-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
-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2003
[통신부문]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986
- Telecommunications Privacy Act, 1996
[교육부문]
-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1974
[의료부문]
- Health Insurance Patient Privacy Act, 1996
[기타]
- Video Privacy Protection Act, 1988
- 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 1988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

개인정보보호 사고 발생 시, 기업 측면의 대응과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의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개인정보보호 사고 발생 시 기업 조치
미국은 각 주별로 데이터 유출 통지법(Breach Notification Law)을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2003년 7월 시행
한 보안위반정보법(Security Breach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된 대표적인 사례인 Choice Point 등이 알려지면
서, 통지 입법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후 많은 주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모델로 하여 데이터 침해 통지 입
법을 하였고, 2018년 앨라배마 및 사우스다코타 주의 입법을 마지막으로 2018년 9월 기준 50개 주가 보안 유출 통지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범위에는 사회보장번호, 세금 ID 등 기타 정부 식별자, 신용카드나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 건강 및 의료정보 외에 생년월일, 온라인 계좌 인증 정보, 디지털 서명 등이 포함된다.
주법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조사기관에도 통지되어야 한다. 미국 내 거의 절반의 주에
서 특정 데이터 침해와 관련해 주 법무장관 또는 주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 법률은 특정
통지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연방법은 의료정보 침해, 금융기관 정보침해,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사용 정보침해 및 정부기관 정보침해의 경우
통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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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건강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FTC의 데이터 유출 관련 기업 가이드는 아래와 같다.

What We Are Doing

대응 상황

(2) 취약점 보완(Fix Vulnerabilities)

What You Can Do

보안 사고를 유발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 망분리 현황 확인, 고용된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 커뮤니케이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recommends that
you place a free fraud alert on your credit file. A fraud
alert tells creditors to contact you before they open
any new accounts or change your existing accounts.
Contact any one of the three major credit bureaus. As
soon as one credit bureau confirms your fraud alert, the
others are notified to place fraud alerts. The initial fraud
alert stays on your credit report for one year. You can
renew it after one year.

신속한 시스템 보호 및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취약점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침해 대응팀을 통해 추가적

션 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적절한 관련자 대상 통지(Notify Appropriate Parties)
데이터 침해 사고 발생 시 법률 집행 기관, 그 외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이용자 등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지한다.
(4) 기타
FTC의 데이터 유출 사고 대응 가이드는 유출 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지침을 원하는 경우 FTC(1-877-ID-THEFT, 877-438-4338)에 연락하여 유출 정보 유형, 예상되는 침해 피해자
수, 기업 연락처, 협업 중인 법률 집행기관 연락처를 비롯한 사고 관련 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TC는 피해자 전
화 문의를 처리할 소비자 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법률 집행기관에 국가 피해자 민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지원하며, 필
요한 경우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FTC는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하여 법률 집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익명으로도 도움
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표 12] 이용자 대상 통지 양식
영어

한국어

[Name of Company/Logo] Date: [Insert Date]

[기업명/로고] 날짜: [날짜 기입]

NOTICE OF DATA BREACH

데이터 침해 공지

Dear [Insert Name]:

안녕하세요. [이름 기입]

We are contacting you about a data breach that has
occurred at [insert Company Name].

[기업명 기입]에서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려드
립니다.

What Happened?

발생 상황

[Describe how the data breach happened, the date of
the breach, and how the stolen information has been
misused (if you know)].

[데이터 침해의 발생 상황, 발생 날짜, 도난 정보의 악용 상황(
파악된 경우) 작성]

What Information Was Involved?

유출된 정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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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fax: equifax.com/personal/credit-report-services
(link is external) or 1-800-685-1111
Experian: experian.com/help(link is external) or
1-888-397-3742
TransUnion: transunion.com/credit-help
or (link is external) 1-888-909-8872

[상황 해결을 위해 행한 조치, 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
행 중인 조치, 제공 서비스(신용조사 및 신분도용 복구 서비스
등)를 비롯한 데이터 침해의 대응 상황 작성]

권장사항
FTC는 고객님의 신용기록에 사기 경보를 등록할 것을 권합니
다. 사기 경보 등록 시 채권기관이 새 계좌나 기존 계좌의 변경
처리 전 고객님께 이를 알립니다. 주요 3대 신용 기관 중 한 곳
에 전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곳의 신용기관에서 사기 경
보 등록을 완료하는 즉시 나머지 기관에 등록 요청이 전달됩니
다. 신용 보고서의 첫 번째 사기 경보 지속 기간은 1년이며, 1
년 이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FTC는 기존에 90일이었던 기간을 1년으로 변경)
에퀴팩스: equifax.com/personal/credit-report-services
또는 1-800-685-1111
익스페리언: experian.com/help 또는 1-888-397-3742
트랜스유니온: transunion.com/credit-help 또는
1-888-909-8872

Ask each credit bureau to send you a free credit report
after it places a fraud alert on your file. Review your credit
reports for accounts and inquiries you don’t recognize.
These can be signs of identity theft. If your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misused, visit the FTC’s site at
IdentityTheft.gov to report the identity theft and get
recovery steps. Even if you do not find any suspicious
activity on your initial credit reports, the FTC recommends
that you check your credit reports periodically so you can
spot problems and address them quickly.

고객님 파일에 사기 경고가 뜨면 무료 신용 보고서를 보내달라
고 각 신용기관에 요청하십시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계좌나
문의에 대해서도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
원 도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악용되었다면,
FTC의 IdentityTheft.gov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원 도용을 보
고하고 복구 단계를 밟으세요. 처음 확인한 보고서에서 의심스
러운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FTC에서는 신속히 문제
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You may also want to consider placing a free credit
freeze. A credit freeze means potential creditors cannot
get your credit report. That makes it less likely that an
identity thief can open new accounts in your name. To
place a freeze, contact each of the major credit bureaus
at the links or phone numbers above. A freeze remains
in place until you ask the credit bureau to temporarily lift
it or remove it.

무료 신용 동결을 고려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 동결은
잠재적 채권자들이 당신의 신용 보고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원 도용자가 당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춥니다. 동결 조치를 취하
기 위해서는 각 주요 신용기관에 상기 링크나 전화번호로 연락
하세요. 신용기관에 해제를 요청할 때까지 동결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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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며 정확한 조치 사항은 침해 사고의 특성과 기업의 관리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Describe how you are responding to the data breach,
including: what actions you’ve taken to remedy
the situation; what steps you are taking to protect
individuals whose information has been breached; and
what services you are offering (like credit monitoring or
identity theft restoration services).]

(1) 보안 운영 안전성 확보(Secure Your Operation)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본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님의 [침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 작성]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를 탈취했거나 내부자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경우, 혹은 부주의로 인해 기업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등의

This incident involved your [describe the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have been exposed due
to the breach].

01

또한, 민간 부문 주요 감독기구인 FTC는 데이터 유출 대응 관련 기업용 가이드를 통해 해커가 기업 서버에서 개인정보

Other Important Information

기타 중요 정보

[Insert other important information here.]

[기타 중요 정보 기입]

For More Information

상세 정보

Call [telephone number] or go to [Internet website].
[State how additional information or updates will be
shared/or where they will be posted.]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새로운 정보 제공 방식 및 게시할 장소]

[Insert Closing]
[Your Name]

라이버시보호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조사하고 감독하며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FTC가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
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신원 도용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FTC의 웹 사이트
IdentityTheft.gov/databreach 정보를 동봉합니다. 이는 유
출 정보 유형에 기반한 것입니다.

2. 처리 실적
2020년 1년간 FTC에 접수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소비자 신고 건수는 총 4,720,743건(수신거부 미포함)으로, 이

[맺음말 기입]

중 ID 도용 관련 건수가 1,387,615건(29.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사칭 사기 498,278건(10.56%), 온

[담당자 이름]

라인 쇼핑 및 네거티브 리뷰 353,509건(7.49%), 신용기관, 정보 제공자 및 사용자 신고 관련 316,521건(6.70%) 순

나. 개인정보 소비자 피해구제

01

We have attached information from the FTC’s website,
IdentityTheft.gov/databreach, about steps you can take
to help protect yourself from identity theft. The steps are
based on the types of information exposed in this breach.

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은 82건이다. 또한 FTC의 시정 명령 및 집행 건수는 행정 처벌 23건, 시정·환수·금지

미국은 독립적인 연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없고, 개인정보 관련 분쟁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개인정
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공식적 절차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소송외
적 분쟁 해결 절차로서는 민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FTC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명령 66건, 민사 처벌 8건이다. 이 외에 FTC는 소비자 보호 관련 워크샵, 컨퍼런스, 청문회 개최 13건, 규정 제정 1건,
보고 20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그림 3] 소비자 보호 관련 소비자 신고

FTC는 전화 877-FTC-HELP(382-4357) 또는 온라인 소비자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는 분야별
로 사이트가 나뉘어 있으며, 사기 및 잘못된 사업관행 신고는 ReportFraud.ftc.gov, 신원 도용 신고는 IdentityTheft.
gov, 불법 광고전화 신고는 donotcall.gov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민간 부문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BBBOnLine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BBBOnLine은 미국의 대표적 소송외적 분쟁 해결 단체인 The 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s(CBBB)의 분
야별 산하조직의 하나이다. BBBOnLine은 회원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활용되
며, 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및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당사자 주장 내용의 확인 및 자
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사실 조사(PPRS(Privacy Policy Review Service))를 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의견 교환 및
회의 등과 화해나 알선 등을 통한 사전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사전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에게 결
과를 통보하고 시정 권고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항소(PRAB(Privacy Review Appeals Board))할 수 있다. 즉, 시
정 권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PPRS의 판단 결과에 반
대하는 경우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항소에 대하여 항소위원회는 패널을 구성하여 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 항소 결정
을 하게 된다. BBBOnLine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게 되거나 피신청인이 PRAB의 시정 권고를 수
용하면 분쟁이 해결된다. 반면, 피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의 박탈, 신뢰마크 일시 중단 또는 철회, 불복
사실 공표, FTC 등 정부기관에 보고 및 사건 이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 및 아동온라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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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 FTC는 만장일치로 SpyFone을 금지하고 동사의 CEO인 Scott Zuckerman을 감시 산업(surveillance
industry)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종류의 명령은 처음으로, 동사가 많은 사람의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해 인터

미국

1. 스토커웨어 SpyFone의 불법 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

라. 시사점

01

Ⅳ. Cases

넷상에 방치한 것에 따른 조치로 판단된다.

가. 개요
스토커웨어 업체에 대한 FTC의 금지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로, FTC는 2019년 Retina-X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을 내
SpyFone은 페어렌탈 컨트롤(청소년 보호 기능)로 가장해 마케팅 활동을 하며, 가족 구성원의 활동 추적이나 자녀 및

린 바 있다. 과거 mSpy, Mobistealth, Flexispy 등 몇몇 스토커웨어 업체가 해킹당하거나 무심코 자사의 시스템을 노

직원 감시 등에 사용되어 이른바 스토커웨어 앱으로 불린다. 이러한 스파이웨어는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되

출한 사건도 있었다. 또 다른 스토커웨어 업체인 ClevGuard는 해킹 당한 수 천 명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

어 기능하며, 대부분 허가 없이 메시지, 사진, 웹 검색 이력, 실시간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2021년 9월 불법

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번 사례는 감시 기반 사업이 개인의 안전과 보안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나. FTC의 주장

2.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Zoom)의 보안 수준 과장 사례
가. 개요

FTC 조사에서 SpyFone은 피해자들의 기기에 앱을 몰래 설치하여 비밀 감시를 통한 실시간 접근 권한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SpyFone은 앱이 기기에 설치되도록 Android 기기를 사용하는 구매자들에게 우회 경로를 이용한 설

화상회의 서비스 사업자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Zoom)은 2016년부터 실제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보

치를 요구했으며, 구매자로 하여금 기기 사용자가 해당 기기의 모니터링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앱을 숨기는 방법에 대한

안 레벨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하였으며, 화상회의의 보안성을 침해하는 여러 가

지침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앱의 이메일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루팅이 필요했는데, 이로 인

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보안 수준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과 관련해 Zoom에 대해 2021년 1월 FTC의 시

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인증 및 보안 기능이 해제되고 해당 기기가 보안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

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해당 앱은 2,000개 이상의 피해자 전화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보안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아마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를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표준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되는 원

나. FTC의 주장

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FTC는 SpyFone의 기본적인 보안성 결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Zoom이 자사 플랫폼이 갖추고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종단 간 256비트 암호화(end-to-end, 256-bit encryption)
FTC는 SpyFone에 대해 감시 앱 운영 및 감시 서비스의 제안, 홍보, 판매, 광고 등 일체의 관련 사업 행위를 금지하면

는 오로지 쌍방 대화자만이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을 제공한 플랫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통신

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의 삭제를 명하고 피해자에게 앱이 기기에 비밀리에 설치되었음을 알릴 것을 명

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FTC 조사에 따르면, Zoom은 고객 간의 통신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화키를 보유

령했다.

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주장한 보안 수준보다 낮은 단계의 보안만을 갖춤으로써 Zoom 회의를 보안상 완전하게 보
호하지 못했다.

다. SpyFone의 주장

Zoom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Zoom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Zoom에 대한 잘못된 보안 인식이 확립되었
고, 결국 이용자들은 건강 및 금융 정보와 같은 민감한 주제까지 해당 플랫폼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또한 Zoom은 화상

SpyFone은 조사를 위해 사이버 보안 업체 및 법 집행당국과 협업했다고 주장했으나, FTC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직후 해당 회의가 즉시 암호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일부 녹화 파일이 보안 클라우드 저장소로 전송되
기 전 최대 60일 간 Zoom 서버에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는 등 Zoom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8년 7월 Mac용 애플리케이션 수동 업데이트 도중 ’ZoomOpener 웹 서버‘라는 소프트웨어가 비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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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적인 앱을 통해 기기 이용자의 움직임과 온라인 활동을 추적한 SpyFone에 대해 FTC는 사업 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일부 사용자의 보안을 침해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Zoom이 기기에서 삭제된

가. 개요

미국

FTC는 Zoom에 대해 강력한 정보 보안 프로그램 시행 등 일련의 개선사항을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3. Tapplock의 과장 광고 및 보안 취약점 사례

01

이후에도 사용자의 기기에 남아 Zoom 앱을 자동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Zoom은 FTC의 명령에 따라 ▲내부·외부의 잠재적인 보안상의 위험을 매년 평가 및 문서화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Tapplock은 스마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IoT 스마트 잠금장치 제조업체로, 자사의 스마트 잠금장치가 해킹되지 않

방어하는 방법 개발 ▲취약점 관리 프로그램 시행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접속을 막기 위해 다중 인증과 같은 보안 장

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허

치 도입 ▲개인정보 삭제 관리 실시 ▲노출된 계정 정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위 광고로 밝혀졌으며, 수집된 소비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2020년 5월 FTC는 Tapplock에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보안 결함이 있는지 여부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검토해야 하며 업데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트가 타사의 보안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 행태에 대해 잘못
된 내용을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매 2년마다 자사의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평

나. FTC의 주장

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FTC에 알려야 한다.
FTC 조사에 따르면, Tapplock의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프로필 사진 및 스마트 잠금

다. Zoom의 주장

적 취약점이 모두 발견되었으며 해커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는 잠금장치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취소할 수 없었으며, 계정 인증 프로세스도 우회가 가능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Zoom과의 합의에서 Zoom이 강력한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사용자의 보안을 훼손하는 일련의 기만적
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Zoom 측은 화해안 수용과 관련한 위

FTC는 Tapplock의 과장 표현 금지 및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조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Tapplock은 적절한 보안 프

원회의 주장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로그램을 구현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행을 허위로 표현할 수 없다. 또한 정보보안 프로그램에 대해 2년마
다 제3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FTC는 2년마다 평가자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

라. 시사점
다. Tapplock의 주장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로 Google이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이번 사건은 아동의 개인정보보
호 관련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튜버 등 아동용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콘텐츠가 아

Tapplock은 잠금장치의 보안과 관련한 홍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

동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받는 수익 및 제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동영상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며 FTC의 조치에 따르기로 했다.

이 아동용인지를 판단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 설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유튜브 상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
해지거나 관련 법률에 근거해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라. 시사점
FTC는 안전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때에도 보
안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안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보안을 약속해서는 안 되
며, 마케팅 자료 개발에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할 경
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보존 정책에 대한 정교한 검
토가 필요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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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정확한 위치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 Tapplock의 잠금장치에서 물리적 및 전자

가. 개요

미국

가. 개요

5. Google LLC 및 Youtube, LLC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례

01

4. Retina-X Studios, LLC의 보안 취약점과 불법 사용 방치 사례

Retina-X Studios, LLC社는 자사가 판매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종(obileSpy, PhoneSheriff 및 TeenShield)

Google LLC와 자회사인 Youtube, LLC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유튜브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

에 대해 합리적인 보안정책 및 절차를 구현하지 않았으며 스토킹 용도로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치했다. 이

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것과 관련해 2019년 9월 FTC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와 관련해 FTC는 2020년 3월 수집된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하고 앱을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Retina-X
Studios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나. FTC의 주장
FTC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린이 주도형 채널 시청자들로부터 부모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나. FTC의 주장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을 위반했다. 특히, 유튜브는 흔히 쿠키라고 알려진 식별자를 이용해
채널 시청자들에게 표적 광고를 전달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독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앱의 구매자는 기기 사용자의 허가 없이 앱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 모니터링이 가능

이에 따라 FTC는 Google LLC 및 Youtube, LLC에 1억 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oogle LLC 및 Youtube,

하였음에도 동사는 이러한 용도로 앱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LC는 FTC에 1억 3,600만 달러, 뉴욕 주에 3,4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FTC는 과징금과 별도로 유튜브가 아동온
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 플랫폼에서 채널 소유자가 아동 주도 콘텐츠임를

이와 관련해 FTC는 Retina-X Studios와 판매를 위한 요구사항 및 보안 프로그램 구현 의무 부과에 합의했다. 동사는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구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유튜브는 채널 소유주들에게 아동 주도 콘텐츠가 아동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앱이 구동되도록 특정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한 소비자의 모바일 장치를 모니터링하는 앱을 판매

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상의 의무를 따를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하며, 유튜브 채널 소유주들을 상대하는 직원들을 위해

또는 배포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보

매년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한다.

다. Google 및 Youtube의 주장
다. Retina-X Studios의 주장

유튜브는 해당 동영상 채널 서비스가 일반인을 주 시청층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장난감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과 같은 유튜브의 일부 개별 채널은 어린이 주도형이기 때문에 결국 유튜브는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을 준

Retina-X Studios는, 일명 스토커웨어로 불리는 이러한 앱은 직원이나 아이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튜브 측은 이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동용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을 변경해

주장했으나, FTC에 따르면 동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고

아동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실제 시청자가 아동이 아닌 경우도 포함해 타겟팅 광고 전송을 완전 중단하고 댓글이나 알림

있지 않았다.

등 일부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라. 시사점
라. 시사점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로 Google이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이번 사건은 아동의 개인정보보
Retina-X Studios는 2019년 10월 FTC로부터 동사가 판매하는 앱 3종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보증하는 특

호 관련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튜버 등 아동용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콘텐츠가 아

정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소비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감시하는 앱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동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받는 수익 및 제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동영상

일명 스토커웨어로 불리는 앱에 대한 FTC의 조치가 취해진 첫 사례이다. 타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스토커웨어는 매년

이 아동용인지를 판단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 설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유튜브 상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 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관련 논의 및 보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에 대한

해지거나 관련 법률에 근거해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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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조사에 따르면, Retina-X Studios는 자사의 앱 3종에 대해 보안 테스트 수행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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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부록 :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법제 현황

국가

감독기구

법률

1

3

일본

대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NDC)

FTC ACT 제5조(a)(1)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PDPA)0

대만 개인정보 보호법
(PDPA)

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개인정보
보호법(PDPA)

러시아

Roskomnadzor

- FTC Act
(https://uscode.house.gov/
view.xhtml?req=granuleid%
3AUSC-prelim-title15chapter2-subchapter1
&edition=prelim)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https://
www.ppc.go.jp/en/legal)

대표 감독기구는 없으나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9

베트남

- NDC 홈페이지
(https://www.ndc.gov.tw/
default.aspx)

- Authority of Information
Security (AI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에서 분담하여 그 역할을 담당

- 대만 개인정보 보호법
(https://law.moj.gov.tw/
Eng/LawClass/LawAll.
aspx?PCode=I0050021)

- 말레이시아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pdp.gov.
my/jpdpv2/laws-ofmalaysia-pdpa/personaldata-protection-act2010/?lang=en)

러시아 개인정보 보호법
(No. 152-FZ)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 PIPC 홈페이지
(https://www.ppc.go.jp/en)

- PDP 홈페이지
(https://www.pdp.gov.my/
jpdpv2/?lang=en)
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PDP)

8

10

싱가포르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PDPC)

- 베트남 사이버 정
보보안법 (LCIS,
Law on Network
Cyberinformation
Security)
- 사이버보안법
(LOCS, Law on
Cybersecurity)에서
개인정보 보호 항목
을 규정

5

6

390

태국

필리핀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PDPC)

National Privacy Commission
(NPC)

태국 개인정보보호법
(PDPA)

필리핀 개인정보 보호법
(DPA)

- NPC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v.ph)
- 필리핀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privacy.gov.ph/
data-privacy-act/)

- Roskomnadzor 홈페이지
(http://eng.rkn.gov.ru)
- 러시아 개인정보 보호법
(https://pd.rkn.gov.ru/
authority/p146/p164/)
- MPS 홈페이지
(http://www.mps.gov.vn/)
- MIC 홈페이지
(https://english.mic.gov.vn/
Pages/home.aspx)
- 베트남 사이버 정보보안법(LCIS)
영문(https://english.mic.gov.
vn/Upload/VanBan/Lawon-Network-InformationSecurity-16-05-30.pdf)
-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OCS)
영문(https://www.economica.
vn/Content/files/LAW%20
%26%20REG/Law%20
on%20Cyber%20Security%20
2018.pdf)
- PDPC 홈페이지
(https://www.pdpc.gov.sg)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법(PDPA)

-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법
(https://sso.agc.gov.sg/Act/
PDPA2012)
- ICO 홈페이지
(https://ico.org.uk)

- PDPC 홈페이지 부재
-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https://
www.dataguidance.
com/sites/default/files/
entranslation_of_the_
personal_data_protection_
act_0.pdf)

- 독일 개인정보 보호법(https://
www.gesetze-im-internet.
de/englisch_bdsg/index.html)

11

영국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
(DPA)
- 영국 GDPR
(UK GDPR)

-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https://
www.legislation.gov.uk/
ukpga/2018/12/contents/
enacted)
- 영국 GDPR(https://
assets.publishing.service.
gov.uk/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
file/969514/20201102_-_
GDPR_-__MASTER__
Keeling_Schedule__with_
changes_highlighted__V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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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개인정보 보호법
(DPA)

링크
- FTC 홈페이지
(https://www.ftc.gov)

대표 감독기구는 없으나
연방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그 역할을 담당

독일

- BfDI 홈페이지
(http://www.bfdi.bund.de)

부록

번호

7

Federal Commissioner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Bf야)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 CAC 홈페이지
(http://www.cac.gov.cn/)

중국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PIPL)

부록

12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원문)
(http://www.npc.gov.cn/npc/
c30834/202108/a8c4e3672
c74491a80b53a172bb753fe.
shtml)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국문)
(https://www.privacy.go.kr/
pic/reference.do?divtype=2)
- OPC 홈페이지
(https://www.priv.gc.ca/en)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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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랑스

National Commission for
Information and Freedom
(CNIL)

호주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

-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
문서법(PIPEDA) 원문(https://
laws-lois.justice.gc.ca/eng/
acts/p-8.6/FullText.html)
- 캐나다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원문(https://lawslois.justice.gc.ca/ENG/
ACTS/P-21/page-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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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OPC)

- 캐나다 개인정보 보
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

- CNIL 홈페이지
(https://www.cnil.fr/en)
-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Loi 78-17)

-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https://www.
legifrance.gouv.fr/loda/id/
JORFTEXT000000886460/)
- OAIC 홈페이지
(https://www.oaic.gov.au)
-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원문)
(https://www.legislation.gov.
au/Details/C2021C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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