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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결론

1. 배경 및 개요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증대
•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관련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데에
취약하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함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해외 국가들은 개별 입법을 추진하거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다루는 등의 접근법들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1년여 동안 해외 주요국들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 미국은 일찍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 이하 COPPA)을 제정했고, 최근 COPPA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회에서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됨
•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도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데,
최근에는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두드러진 행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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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과 영국은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인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토대로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각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규약과
표준을 설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섬
• 호주는 현재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
• 중국은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Provisions on the Cyber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을
2019년부터 시행해왔고, 최근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

2. 해외 국가들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동향
(1) 미국
▶ 미국은 1998년 COPPA를 제정했고, 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COPPA의 구체적인 이행 방침을 담은 개정 규칙(COPPA Rule)을 시행 중

▶ (연방의회) 그러나 COPPA를 보완하고 현대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미국 연방의회에는 「아동 및 십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안)」(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과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보보호법(안)」(Protecting
the Information of our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Act)이 발의됨

▶ 먼저, 2021년 5월 11일 발의된 「아동 및 십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안)」(S.1628)은
아동 및 십대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collect), 이용(use) 및 공개(disclosure)와
관련하여 보호 대상인 ‘아동’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설정
• 현행 COPPA는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십대 청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은 연령 기준을 미성년자를 포함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13~15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함1)

1)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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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동 및 십대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을 ‘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아닌,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
• 현행 COPPA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13세 미만 어린이가 당사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 즉, ‘실제적 인식’을 법 적용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알고리즘, 데이터분석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아동
및 미성년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도 COPPA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2021년 7월 28일 하원에 발의된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보보호법(안)」
(H.R.4801) 역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COPPA에 규정된 아동 보호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
• 현행 COPPA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에만 적용되므로
회원가입 최소 연령 기준을 13세 이상으로 설정한 소셜미디어는 이를 핑계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표1 _ COPPA와 개정법안들의 보호 아동 연령 및 적용 대상 비교
구분
보호

현행 COPPA

S.1628

- 13세 미만

H.R.4801

- 16세 미만
*

대상
연령
범위

보호

- 18세 미만

대상에

‘미성년자

* 보호 대상에 ‘십대(teenager,

(minor, 12세 이상~16세

12세 이상~18세 미만)’를

미만)’를 추가

추가

-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개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보

부모 동의 필요

부모 동의 필요

부모 동의 필요

활용

- 13~15세 아동에 대해서는 - 13~17세

동의

사용자 동의 요구

아동을

위한

옵트인(opt-in)2) 동의 절차
요구

- 13세

미만

아동의 - 아동

및

미성년자의 - 아동

및

미성년자의

규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적용

또는

것과

또는 공개하고 있음을

또는 공개하고 있음을

대상

관련하여 실제적 인식이

실제적 또는 추정적으로

실제적 또는 추정적으로

있는 경우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지하고 있는 경우

공개하는

출처 : 넥스텔리전스 정리
2)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 ‘수신동의’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참고 https://securiti.ai/blog/opt-in-vs-op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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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PA 개정을 위한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 범위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도를 강화하며,
▲규제 적용 대상 사업자를 아동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모든 웹사이트/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밖에도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아동 대상 표적 광고 금지, ▲아동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강화된 알림(통지) 요건 적용,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삭제 기능
도입, ▲연방거래위원회(FTC) 내 청소년 개인정보 및 마케팅 규제 부서 신설 등을 요구

▶ 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추적 기술이 현행 아동 및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21세기에 맞도록 법제도를 현행화하기 위한 노력임

▶ (주의회) 한편 2021년 이후 미국 켄터키주, 버몬트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은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원의 입법을 시도
표2 _ 2021년 미국 주정부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추진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상태

- 미성년자 개인식별정보 인터넷상 유포에 대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 미성년자(Minor)는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18세 이상이라도 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
*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란, 개인을 식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로, ▲이름 ▲사회보장번호 등 정부 발행

켄터키
(KY S.B. 963))

ID ▲생일 ▲거주지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또는

회기

신용/체크카드 번호 ▲생체 및 의료 정보 또는 보험 정보 ▲학교

만료로

또는 근로지 위치 등에 해당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폐기

- 미성년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전자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 미성년자의 개인식별정보 단순 유포는 A급 경범죄
*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부상, 사망, 금전적 손실
발생 시 B~D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강화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 있음

- 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법안
내용 중 미성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포함
버몬트
(VT H.B. 754))

*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얼굴/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앱, 모바일앱 사업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4 -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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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상태

* 13세 미만 아동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함
*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또는 유사 기반을
가진 개별그룹에게 특정 콘텐츠를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
개인정보(인종, 민족, 종교, 장애, 건강, 성지향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사용을 금지함

-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광고 마케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로
미성년자 대상 마케팅 또는 광고 금지품목을 지정하고, 마케팅
웨스트버지니아
(WV S.B. 5815)
& WV H.B.

목적의 미성년자 정보 수집을 금지할 것을 규정
- 두 법안의 내용은 동일하며 각각 주 하원과 상원에 발의됨
* 미성년자란 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연인을 의미

회기
만료로

* 미성년자 대상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앱, 모바일앱

31616))

폐기

운영자는 주류, 특정 도료(에어로졸 페인트 등), 담배, 대마, 불꽃
놀이 용품, 태닝 장치, 복권, 문신 등 여러 지정된 상품의 광고를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익명화’
등 특정 조치를 행함으로써 제한적으로만 이용 가능함

출처 : 넥스텔리전스 정리

▶ 또한 2022년 2월 16일 캘리포니아주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아동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 개발, 제공할 때 일정 표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캘리포니아
연령적합설계규약법(안)」(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을 발의
• 동 법(안)은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a code of practice for
online services)과 유사한 규약을 캘리포니아주에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 개발, 제공할 때 아동에게 최선이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등 일정한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
표3 _ 캘리포니아주 연령적합설계규약 관련 조항 요약
준수 사항

금지 사항

- 아동이 접근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설계, -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 또는 웰빙에 명백히
개발 및 제공할 때 아동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을

해로운 방식으로 아동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고려하며, 상업적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 아동의 -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웰빙을 우선시함
3)
4)
5)
6)

‘21.
‘21.
‘21.
‘21.

1.
1.
3.
3.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보유하는 행위

9. 상원 제출
14. 하원 제출
5. 상원 제출
15. 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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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금지 사항

-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 소비자 연령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품 또는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실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 위험도에 따라 소비자 연령별 설정을 적용하거나,
아동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전 연령에 적용

수집 또는 보유하는 행위
-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 기본설정에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유지 (일부 예외 제외)

으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 개인정보 공개(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최선의

- 아동이 서비스약관, 정책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연령을 고려한 명확한 언어 사용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경우는 제외)
- 기본 설정으로 아동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위치를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

추적하는 경우 아동에게 해당 사실 통지

임을 입증할 경우는 제외)

- 아동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수립된 - 상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그러한 사실을
용어, 정책, 커뮤니티 표준 지지

알리는 명백한 표시를 전달하지 않는 행위

- 아동의 개인정보 권리 행사 및 우려사항 보고에 - 기본설정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반응형 도구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

(tool)들 제공

임을 입증할 경우는 제외)
- 다크 패턴(dark pattern) 등으로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출처 : 넥스텔리전스 정리

•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광고 추적을 제한하며,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국(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이하 CPPA)으로
하여금 아동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California Children’s Data Protection Taskforce)를
설립하여 아동을 위한 연령적합설계의 모범사례와 권장사항 등을 개발하도록 규정
•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메타(Meta), 유튜브(YouTube)와
같은 다수의 빅테크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이에 더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AB 2486)이
발의됨(‘22. 2. 17.)
• 이는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소비자 개인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금지함
• 또한 디지털 미디어가 아동의 개인정보, 시민자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아동 온라인 보호사무국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을 CPPA 내에 설립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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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GDPR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EU GDPR7)은 법 전반에
걸쳐 아동의 개인정보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GDPR 제8조) 아동을 상대로 직접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제공과 관련하여 아동 개인정보의 처리는 해당 아동이 최소 16세 이상인
경우에 적법하며,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 등 친권을 보유한
자가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만 적법함
•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서 아동의 연령을 낮추어 규정할 수 있으나, 해당 연령이 13세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
• 동의를 통해 아동에게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활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의 친권자가 동의 또는 승인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GDPR 제12조) 정보처리에 대한 일체의 통지는 정확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해 개인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그러해야 함
• (전문 제58항)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처리의 경우 모든 통지 및 의사표시는 해당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가 사용되어야 함
▶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 영국은 GDPR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 「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2018)을 시행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3세로
규정하고,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에 대해 아동이 접근가능한 정보사회서비스의
연령적합설계 표준을 위한 실행규약 개발을 요구하며,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
• (연령적합설계규약) 이에 2019년 5월 ICO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과 GDPR의
원칙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연령적합설계
규약의 초안을 발표했고, 동 규약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9월 1일 정식 발효됨

7)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지원센터 웹사이트 - GDRP 조문(https://gdpr.kisa.or.kr/gdpr/static/gdprProvis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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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규약은 앱, 프로그램, 웹사이트, 게임, 인터넷 연결 기기나 디바이스 등 아동이
사용할 수 있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온라인 서비스에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
※ 관련 사업자는 「데이터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해당 규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표4 _ 영국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에 제시된 15가지 기준
기준
1. 아동 최선의 이익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 아동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설계 및 개발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수행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함
- 개별 사용자의 연령 식별을 위해 위험기반 접근방식(risk-based

3. 연령에 적합한 적용

approach)을 취하고, 동 지침에 제시된 표준을 아동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함

4. 투명성

5. 데이터 오남용

6. 처리방침 및
커뮤니티 표준

-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간결하고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함
- 아동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업계 관행, 기타 규제 조항 또는 정부
조언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함
-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커뮤니티 표준 등에 게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 연령제한, 행동규칙 및 콘텐츠
정책도 포함시킴
- 아동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할 수

7. 기본설정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기본설정으로
해야 함
- 아동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 요소를 제공하기

8. 데이터 최소화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유지하되, 아동에게
어떤 요소를 활성화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 데이터 공유

- 아동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의 데이터를 공유 및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아동 위치추적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야하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한 기본설정에서 위치정보 옵션을 해제하고, 위치

10. 지리적 위치

추적이 활성화된 경우 아동에게 분명한 신호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의
위치를 타인이 볼 수 있는 옵션은 각 세션 종료 시 '끄기'가 기본
설정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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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1. 아동 보호를 위한
부모의 통제

개요
- 아동보호를 위한 부모의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때에는
분명한 신호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함
-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 기능을 ‘끄기’로 설정하고, 유해한 영향으로

12. 프로파일링

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프로파일링을 허용해야 함

13. 넛지 기법
14. 커넥티드 완구
및 장치

- 넛지(nudge) 기법을 사용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끄도록 유도하지 않아야 함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커넥티드 완구나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동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포함해야 함

15. 온라인 도구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권리 행사와 우려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눈에 잘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해야 함

출처 : KISA(2020),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분석(2) 재정리

▶ (아일랜드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표준) 아일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2018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법」(Irish Data Protection Act)을 시행
• 「아일랜드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제29조)까지,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동의 가능 연령은 16세로 설정하고(제31조), 아동의
보호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친권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 등에 대한 실행규약을 마련할 것을 요구(제32조)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DPC)는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공공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8)를 마련해 발표
• 동 가이드는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1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 위반 시의 제재 내용을 명시되지 않았으나 DPC는 사업자·단체가 GDPR의 의무를 충족했는지
평가할 때 이들 원칙들을 고려할 방침이며 해당 원칙은 발표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

표5 _ 아일랜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14가지 기본사항
기준

개요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이나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

1. 보호의 하한선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한’으로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위험기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함

8) DPC (2021. 12.) ‘Fundamentals for a Child-Oriented Approach to Data’ Processing
(https://www.dataprotection.ie/sites/default/files/uploads/2021-12/Fundamentals%20for%20a%20Child-Orie
nted%20Approach%20to%20Data%20Processing_FINAL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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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명확한 동의

개요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3. 무간섭

위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간섭(ero interference)’
원칙을 준수해야 함

4. 수용자 이해
5. 모든 사례에 대한
정보

- 서비스의 잠재적 수용자와 이러한 잠재적 수용자에 아동이 포함되는
지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부모가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경우라도 해당
아동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한 정보는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6. 아동 지향적 투명성

쉽고 명확한 언어를 통해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이 개인정보주체이며 연령에 무관하게 개인

7. 아동의 발언 권리 인정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8. 동의로 정당화
불가능

- 아동 또는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아동 개인정보를 성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9. 플랫폼과 책임

연령 및 부모 동의 확인 방법이 효과적인 지를 검증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10. 아동 차단 또는

- 개인정보 보호 준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아동 사용자를 차단할 수

이용경험 차별 금지

없으며 성인과 동일한 풍부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에 대한 최소 이용 연령 기준이 있더라도 아동이 부적절한

11. 사용자 최소
연령을 변명으로
삼지 말 것
12. 프로파일링에
대한 예방적 접근
13.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14. 서비스 전반에서

방법으로 연령 확인 조치들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준 연령 미만인 자는 누구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연령 검증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마케팅·광고 목적으로 아동 개인정보를 프로
파일링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음
- 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특정한 위험들을 최소화
해야 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설계 및 기본 설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의 전 범위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게

개인정보보호

유지해야 함

출처 : DPC(2021. 12.), Fundamentals for a Child-Oriented Approach to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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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의 아동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은 영국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과 유사하나,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ICO의 규약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여 기준을 제시
▶ (기타 유럽 국가) 덴마크는 GDPR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 23일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담은

「데이터보호법」(Databeskyttelsesloven)을

제정했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가능 연령은 13세로 규정
▶ 프랑스의 아동 개인정보보호는 주로 GDPR과 국내법인 「정보기술 및 자유법」(Loi
Informatique et Libertés)의 적용을 받으며, 「정보기술 및 자유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동의 가능 연령은 15세 이상임
▶ 독일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률 프레임워크는 GDPR과 국내법인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법」(German Federal Data Protection Act)이며,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가능
연령은 16세 이상임
• 독일은 이에 더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Youth Protection
Act)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아동 보호를 강화했는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아동

친화적인

용어와

약관

사용,

안전한

기본설정

(검색엔진에서 사용자 정보 노출 방지, 쉬운 지원/불만 제기 메커니즘 등)과 같은
예방조치들을 취하도록 의무화함

(3) 호주
▶ 호주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논의 중이며, 이러한 대대적인 법 개정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10월 25일 호주 정부가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초안(Privacy
Legislation Amendment)은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동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의하여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는 민사제재금을 ①최대 1,000만 호주달러,
②위반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의 3배, 또는 ③호주 내 연간 총매출액의 약 10%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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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데이터 중개 서비스, 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약(Online Privacy code, 이하 OP코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
• 특히 OP코드에는 다수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요건들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요건들이 포함될 것임을 명시
▶ 동 개정안에 따라 개발될 OP코드에는 아동과 더불어 물리적·법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하기 어려운 기타 취약그룹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과 동의 확보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될 전망
• OP코드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업들에 대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계들을 취할 것,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공개하기 전에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부터 동의를 얻을 것, ▲만약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또는 공개한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것,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공개를 위해 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계들을 밟을 것,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예정
• 이에 더하여 향후 아동 및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때에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계들에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와 더불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할 예정

▶ 현재까지 호주에서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호주 정보청(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의 지침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는데, 호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허점을
보완할 계획
• OP코드에는 아동 및 취약그룹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개인정보보호 요건들이
도입될 전망
※ 개정안은 발표 후 2021년 12월 6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호주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2년 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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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 중국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최근 전면적인 입법 개정을 추진했고
2020년 10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이하 PIPL)
초안을 발표
• PIPL은 초안 공개 이후 수정을 거쳐 2021년 8월 21일 제정,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
• 동 법은 EU GDPR과 대체로 유사한 중국 내 최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과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
• 다만 동 법은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적 근거를 ‘옵트인’ 방식 즉 ‘개인정보 이용
안내(통지) 후 동의 획득’이라는 프로세스에 두고 있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전송, 공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동의를 얻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GDPR과 차이를 보임
▶ PIPL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그 활용을
위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PIPL은

아동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이용 시 부모 동의 요구 ▲정보 활용
내용에 대한 통지 의무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음

PIPL 아동 개인정보 관련 조항
제28조
-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란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연인의 인격 존엄을 침해하거나 인신 및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며, 지문 등 생물학적 식별정보, 종교적 신앙, 특정 신분,
건강, 금융계좌, 행적 등과 같은 정보 및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등이
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려는 특정한 목적과 더불어 엄격한
보호조치가 마련된 상황에서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
-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를 때에는 해당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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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L 아동 개인정보 관련 조항 (이어서)
제30조
-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별도로 규정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가 해당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끼칠 영향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보호조치 및 제한 규정들이 아동
개인정보에도 적용되게 됨
▶ 한편 중국은 PIPL에 앞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을
시행해 옴
• 해당 규정은 ▲‘아동’을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제2조)로 정의하고,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 이전, 공시하는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제3조)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 이전, 공시할
때에는

명확한

방식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제9조)을 명시함
• 다만 동 규정은 중국 영토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 전송 및 공개하는 자에게만 적용되었음
▶ 그러나 PIPL은 중국 영토 밖의 사업자라 할지라도 ▲중국 내 자연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국 내 자연인의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기타 법령 및 행정법규에 정해진 경우에는 동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확장함
• 또한 PIPL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들이 처리하는 정보가 아동의 개인정보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변명 삼아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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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결론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성인과 다른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
범위를 상향하려는 동향이 포착
• 미국은 COPPA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규정했으나,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은 보호 대상 연령을 16~18세까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동의를 얻는 방안들을 제안함
• 이는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커지는 위험에 대응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
▶ 전 세계적으로 연령적합설계규약과 같은 장치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빅테크들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로 아일랜드, 미국,
호주 등지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
▶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아동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도 나타남
•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 연령 기준(13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용규정 등)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실상 아동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줌
•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아동 사용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아동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아동
사용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로 의무를 회피하거나 제재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해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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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 관련 법안 법제화 추진 현황

[ 목 차 ]

1. 개요

2. 데이터거버넌스법안(DGA) 현황

3. 디지털시장법안(DMA) 현황

4. 디지털서비스법안(DSA) 현황

5. 인공지능법안(AI Act) 현황

1. 개요
▶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9)

추진의

일환으로

▲데이터거버넌스법안(DGA)

▲디지털시장법안(DMA) ▲디지털서비스법안(DSA) ▲인공지능법안(AI Act 혹은 AIR)의
법제화를 추진 중
※ 상기 4개 법안의 영문명은 차례로 Data Governance Act, Digital Market Act, Digital
Services Act, Artificial Intelligent Act임

• EU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법안을 발의하면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협의를 통해 법제화 여부 및 제정안을
결정하는 일반 입법 절차를 두고 있음
• 상기 법안 중 DGA에 관해서는 2021년 11월에 이미 입법기구간 합의를 도출했고,
남은 법제화 절차도 오는 4월 이전 완료할 전망(계도기간 이후 2023년 여름부터 실제 시행)
9)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란 EU 전역에 일관성 있는 디지털 규범과
발전 전략을 적용해 회원국 간 경제활동의 장벽을 제거하고 통합된 시장을 형성하여 미국, 중국 등에 대한 산업 경
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 COM(2015)
192 final,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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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에는 DSA와 DMA에 관한 입법기구간 협의도 잇따라 시작됐는데, 논의 진행이
순조롭다면 오는 3월과 4월 사이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음
• 반면, AI Act에 관해서는 발의 이후 10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시점에도 EU 의회와
이사회 양쪽 모두 내부 논의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

2. 데이터거버넌스법안(DGA) 현황: 법제화 임박
▶ (DGA 개요) 2020년 11월 발의된 데이터거버넌스법안(DGA)은 EU의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둠
• DGA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활용 확대, ▲데이터 중개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데이터 이타주의(altruism) 촉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
-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활용 확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상업적 기밀이나
개인정보 같은 보호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정 보호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공유를 허용
- (데이터 공유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기존의 시장 지배력에서 독립된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가 출현할 수 있도록, 그 핵심 촉매인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 EU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
- (데이터 이타주의 촉진) 공익 목적의 데이터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의 등록 요건을 규정
- 여기서 데이터란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GDPR의 의무사항이 적용됨

표1 _ DGA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기존 데이터 생산/수집 목적에서 벗어난 특정 범주에서 공공 데이터의 재활용
(re-use)을 위한 요건을 규정
- 상업적 기밀, 통계적 기밀, 지식재산권, EU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

공공 부문 데이터의
재활용

되는 공공 부문 데이터(public sector data)를 대상으로 하며, 가명처리, 영
업비밀이 포함된 상업적 기밀 정보 삭제 등을 통해 사전 처리가 이뤄진
데이터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
- EU 회원국은 공공 부문 데이터의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데이터 재활용을 허용하는 공공 기관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갖춰야 함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

• 데이터 축적과 교환을 위한 핵심 주체인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인 데이터
중개자(data intermediaries)의 신고 절차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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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동 법안은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사의 명칭, 서비스 설명, 서비스 제공
대상 회원국 등의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절차를 제시
- 각 회원국은 신고 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관할 기관을
지정하여 본 법안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조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토록 함
• 의료, 기후변화, 모빌리티, 공적 통계 작성 촉진 또는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포함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EU 단위의 데이터 풀을 형성하기 위한 규정
- 데이터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이 본 법안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EU 인정(recognized) 데이터 이타주의(altruism) 조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데이터 이타주의

법인으로서 ▲투명성 확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 ▲안전한 처리 환경 구축 ▲높은 수준의 과학적 윤리 기준 유지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느 곳에서 활용되었는지 상시 확인 가능
▲개인의 데이터 제공 동의 수정 및 철회가 가능한 기술적 환경 조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또한 동 법안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승인 및 철회에 대하여 법적 권리
보장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 이타주의 동의서의 조건을 명시
• 동 법안은 GDPR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GDPR 등 관련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조항

국경간 데이터 이전 규정에 부합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전 행위를 금하지도
않음
• 또한 개인정보 처리는 GDPR 제6조에 규정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돼야 함

▶ (DGA 입법 추진 현황) EU 의회와 이사회는 DGA 법안에 관해 2021년 말 이미
합의(‘21.11.30.)한 상태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3월 중에는 공식 승인 절차도
완료할 것으로 보임
• DGA는 발효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여름경부터 실제 시행
예정이며, 이에 대해 EU 의회와 이사회가 제안했던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2 _ DGA에 대한 EU 의회와 이사회의 수정안
구분

주요 내용
•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끔 DGA의 데이터 중개 서비스 관련
적용 범위 규정을 명확화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의
수정안

• 공공기관은 특정 데이터의 독점적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가급적
체결하지 않아야 하며, 독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을 12개월로 한정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함
• 위키데이터(Wikidata)나 유로피아나(Europeana) 같은 오픈 액세스 커먼즈
(Open Access Commons) 리소스는 DGA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
• GDPR과 DGA가 충돌할 경우 GDPR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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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할 수 없는 제3국으로 공공부문 데이터를
이전하는 행위에 제한을 가할 권한을 EC에 부여
• 데이터 중개자들에게 데이터 상호운용성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유럽 데이터
혁신위원회(European Data Innovation Board: DGA의 일관된 집행을 위해 신
설될 EU 차원의 협의체)에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임
• DGA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을 명시
(GDPR과의 충돌 방지)
• 데이터 공유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 도입,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교류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 출시를 허용

EU 이사회 수정안

•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의미 명확화, 데이터 중개 서비스의 예시 및
유형별 주요 특징 제시
•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에 동의 철회 간편화 의무와 높은 수준의 보안 의무 부과
(단, 조직 구조상의 요건은 일부 완화)
• 공공부문 데이터의 제3국 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model contractual
clauses) 채택 권한을 EC에 부여

3. 데이터시장법안(DMA) 현황: 입법기구간 협의 중
▶ (DMA 개요) 2020년 12월 발의된 디지털시장법안(DMA)은 디지털 시장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사업자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게이트키퍼란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10)를 제공하면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지칭
- (EU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 규모)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EU 내 매출이 65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지난해 평균 시가총액 또는 기업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이고 최소 3개
회원국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요 관문을 통제) 최근 1년간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EU 내
월별 이용자 수(MAU)가 4,500만 명을 초과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이용자 수는 1만 명을 초과
- (확고한 시장 지위) 지난 3년간 상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함

10)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SNS, 영상공유 플랫폼, 번호독립적 개인간 통신서비스(메신저 등),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이들 7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서비스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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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기 우대 금지 ▲타 서비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금지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해당
업체들과의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사업부 분리 등 기업 구조 변경까지 명령 가능
표3 _ 게이트키퍼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구분

주요 내용
•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와, 게이트키퍼 또는 써드파티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를 사전 사용자
동의 없이 결합할 수 없음
•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게이트키퍼 플랫폼

정책 관련

대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해야 함
• 이면 계약 등을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게이트키퍼의 불공정한 시장
행위에 대한 불만 제기를 금지시킬 수 없음
• 비즈니스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서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최종 소비자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시 선탑재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
• 써드파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허용하고, 이들 소프트웨어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
• (노출이나 추천의) 순위 결정에 있어 써드파티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게이트키퍼의 제품 및 서비스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조건을 적용
• 상이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사용 및 가입 전환을 위한 최종

기술 관련

소비자의 선택권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
• 광고주나 광고 에이전시들에게 게이트키퍼의 광고 성과 측정 도구와 광고
인벤토리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용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
• 써드파티 온라인 검색 엔진 사업자들에게 게이트키퍼의 온라인 검색 엔진에서
최종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순위와 쿼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접근권을
제공

▶ (DMA 입법 추진 현황) EU 의회와 이사회는 지난 1월 11일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수 차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
• 일각에서는 입법기구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EU 의회의 수정안이 EU 이사회의 수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변경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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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_ EU 의회의 DMA 수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게이트키퍼

• 게이트키퍼 사업자의 범주를 웹브라우저, 가상비서, 커넥티드 TV로까지 확대하되

사업자의 범위
및 조건
개인정보 보호

게이트키퍼의 연매출 기준치는 기존의 65억 유로에서 80억 유로로, 기업가치
기준치는 기존의 65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각각 상향 조정
• ▲광고 타기팅 등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GDPR에 준해 명확한 사전
동의를 새로 확보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 규정 신설
• DMA를 위반한 게이트키퍼 사업자에 대해서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연매출의

과징금

4% 이상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과징금 상한을 DMA 초안 대비 두 배로
상향 조정)
•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킬러 인수 제한

위해 EC의 관련 권한 강화
- 게임, 연구 기관, 소비재, 피트니스 기기, 의료 추적, 금융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기업 인수를 EC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집행

• EC와 회원국들간의 원활한 공조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 규제협력기구
(European High-Level Group of Digital Regulators) 신설

4. 데이터서비스법안(DSA) 현황: 입법기구간 협의 중
▶ (DSA 개요) 2020년 12월 발의된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은 이용자 기본권 보호,
온라인 불법 콘텐츠 통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 DSA는 2000년 6월 제정된 ‘EU 전자상거래 지침11)’의 내용을 오늘날의 시장 환경에
맞게 보완한 법안으로서 각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연락 접점 구축, 대리인
지정, 이용약관 공개, 불법 콘텐츠 신고 체계 구축, 민원처리 절차 구축 등을 의무화
• 또한 동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중개 서비스(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클라우드,

웹호스팅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공유경제 플랫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판매자와 소비사를 연결하는 서비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EU 역내에
4,500만 명 이상의 월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의 4가지로 구분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규제를 설정
-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에 대한 위험 평가를 최소 연 1회 이행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위험 경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연 1회 이상의
감사도 받아야 함
11) EC,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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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에 관해 유의미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러 개의 추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
스스로 그 조건을 선택 및 변경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함(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 내용, 광고주, 노출 내역 등도 공개 필요)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EC가 직접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심각한
DSA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DSA 입법 추진 현황) EU 의회와 이사회는 지난 1월 31일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초까지 수 차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
• EU 이사회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범위, 사업자의 규제 준수 의무, EC의 집행
권한

등을

확대/강화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EU

의회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지체없는’ 삭제와 추천 알고리즘 동작 방식의 투명성 조항 등을 추가
표5 _ EU 이사회와 의회의 DSA 수정 내용 비교
항목
적
용
대
상

의
무

EC 원안(‘20.12.)

EU 이사회 수정안(‘21.11.)

EU 의회 재수정안(‘21.12.)

범위

EU 내
거주자(residence)
대상 서비스 제공사

EU 내 소재자(located)
대상 서비스 제공사

EU 내 소재자(located) 대상
서비스 제공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호스팅 서비스 제공사,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호스팅 서비스 제공사,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삭제

없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시의적절한 고지와 삭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지체 없는 고지와 삭제

설명
가능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없음

없음

추천 알고리즘 동작 방식의
투명성 확보

국가 권한

없음

불법 콘텐츠 제공에 따른
국가 당국의 명령 발동

불법 콘텐츠 제공에 따른
국가 당국의 명령 발동

5. 인공지능법안(AI Act) 현황: 입법기구별 내부 논의 중
▶ 2021년 4월 발의된 인공지능법안(AI Act)12)는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을 ▲수용불가 위험
▲고위험 ▲저위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
1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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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는 이를 통해 EU 전역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AI의 잠재적 폐해를
차단하고 사회경제적 순기능은 확산시킨다는 방침

표6 _ AI Act의 위험 수준별 AI 시스템 분류
구분

위험특징

AI 시스템 유형과 규제
• 잠재의식적 기법을 활용하거나 특정 그룹(장애인, 어린이 등)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수용불가
위험
(Unaccepta
ble Risk)

사람을 조종할 가능성이 큰 AI 시스템
기본권 침해 등
EU 가치를
위배하는 위험

• 자연인의 사회적 신뢰도를 여러 용도로 산출 혹은 등급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혹은 공공기관이 활용
하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AI 시스템
•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시스템
- 단, (i) 실종 아동 등 범죄 피해자 수색, 중대한 테러나 자연재해 방지,
범죄자 색출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사람들의 건강,
고위험

안전, 기본권에

(High Risk)

중대한 위험을
초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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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건강,
안전, 기본권에
저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

• 제품 자체나 구성요소가 안전요소로 이용되거나, EU 법률에 의거하여
제3자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하는 AI 시스템
• 교육 및 고용, 필수서비스, 법집행 등 관련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AI 시스템
※ 고위험 AI 시스템의 범주는 EC의 결정에 따라 추후 확대될 수 있음
•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낮은 위험이나 최소의 위험만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 인간과 상호작용할 때 AI 시스템 이용을 표시하는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투명성 의무만 부과
-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자와 같이 필수사항 준수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저수준 AI 시스템 공급자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자발적인 준수 권고

▶ (AI Act 입법 추진 현황) AI Act는 입법 절차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고, 합의가
쉽지 않은 AI 분야의 주요 쟁점들을 고려하면 입법기구간 합의까지는 앞으로 1년
이상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음
• EU 의회는 AI Act 심의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놓고 6개월 이상 논쟁을 벌인 끝에
역내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와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의 공동 주도
체제를 구성했고, 두 위원회는 AI Act 법안 발의 이후 9개월이 지난 2022년 1월
25일에야 첫 공동 협의를 진행
* Committee on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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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의회는 신속한 논의 진행을 통해 4월쯤에는 심의 보고서 초안을 내고 여름 내내
AI Act 개정 방안을 논의해 9월쯤 수정안을 도출한 후 11월 중으로 최종 표결을
진행할 계획
- 그러나 AI에 대해서는 EU 의회 내부에서부터 좁히기 힘든 정파간 이견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시대인공지능위원회(AIDA)* 보수파 의원인 Axel Voss는 ‘GDPR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EU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채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 Special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Digital Age

- AI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수록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데이터 최소화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는 GDPR과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음
• 또한 EU의회와 EU 이사회간의 의견 차이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는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나 이사회 쪽에서는
(각국 행정부 속성상) 특정 법집행뿐만 아니라 국경 관리에도 얼굴인식 시스템의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 참고로 EU 이사회는 AI Act 중 7개 조에 대한 수정안을 2021년 11월 이미 발표하면서
EU 의회에 비해 빠른 논의 속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당초 예상보다는 느린 진전임
- 2021년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았던 슬로베니아는 원래 15개 조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음
- 2022년 상반기 의장국인 프랑스는 협의 속도를 높여 오는 4월까지 수정안 도출을
완료할 계획

표7 _ EU 이사회의 AI Act 수정사항(‘21.11. 기준)
구분

주요 내용
• AI를 ‘데이터나 기타 인풋 처리 기반의 학습, 추론, 혹은 모델링을 통해 인간에
의해 지정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
• 군사 전용으로 개발된 AI 시스템과 오직 과학적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발된
AI는 AI Act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

범위/정의

• AI 공급자를 ‘AI 시스템을 보유하거나 개발되게 하여 이를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조직 혹은 개인’으로 정의. 이에 해당하는 자는 AI Act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범용(general purpose) AI 시스템(합성 데이터 패키지, 언어 모델 등) 카테고리 신설.
이에 해당하는 AI는 AI Act의 적용을 받는 여타 시스템에 결합되거나 어느
상표 아래로 편입되기 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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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셜 스코어링

주요 내용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간의 소셜 스코어링 행위까지 금지
•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식별을 가능케 하는 일체의 시스템을 AI Act의 적용
대상에 포괄(‘원격’ 식별 시스템이 아니어도 관계없음)
•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을 ‘중요 인프라 보호’에도 활용 가능토록 금지 예외 범위를

생체인식

넓히고, 활용 주체에는 역시 법집행기관뿐만 아니라 그 기관들의 협력자도 포함
- 생체인식 시스템은 법원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활용 가능하며, 그런 절차
없이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일단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사용
도중에라도 부당한 지체 없이 승인을 요청해야 함
• ‘환경 보호용 디지털 인프라(탄소배출이나 오염 관리를 위한 AI 시스템 등)’를

고위험 시스템

고위험 시스템 범주에 추가
• 고위험 시스템 리스트와 AI Act의 적용 대상 기술 리스트는 EC에서 2년마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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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iapp, "EU Data Governance Act: What privacy professionals need to know", 2022.2.10.
2. EU Parliament, "Data governance: deal on new rules to boost data sharing across the
EU", 2021.11.30.
3. EU Parliament, "Data governance: new rules to boost data sharing across the EU",
2021.7.16.
4. Allen & Overy "Council of the EU agrees position on Data Governance Act", 2021.10.11.
5. Allen & Overy "Council of the EU agrees position on Data Governance Act", 2021.3.8.
6. Tech Crunch, “European Parliament’s IMCO backs limits on tech giants’ ability to run
tracking ads”, 2021.11.24.
7. European Parliament, “Digital Markets Act: ending unfair practices of big online
platforms”, 2021.11.23.
8. Euractiv, “EU institutions kick off negotiations on law targeting Big Tech", 2021.01.11.
9. Euractiv, “DSA: MEPs gear up for negotiations ahead of kick-off trilogue”, 2022.1.27.
10. Euractiv, "EU Council presidency pitches significant changes to AI Act proposal",
2021.12.1.
11. iapp, "Inside the EU's rocky path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2022.2.9.
12. AINews, "The EU’s AI rules will likely take over a year to be agreed", 2022.2.17.
13. European Parlia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ct: lead committees to launch joint work
on 25 January", 20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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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 맞춤형 광고 시장에 발생한 주요 변수

[ 목 차 ]

1. 개요

2. EU, GDPR 위반 사유로 서드파티 쿠키 기반 타겟광고 표준기술 제재

3. EU와 미국, 광고 타게팅 제한 입법 추진

4. Google, 웹브라우저와 모바일앱 양방향으로 프라이버시 강화 추진

1. 개요
▶ 개인정보 기반 광고 타게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2022년 연초부터 규제 및
기술 측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벨기에 개인정보 감독기구(Autorité de protection des données, APD)가 유럽
온라인광고협회(IAB Europe)의 서드파티 쿠키 기반 맞춤형 광고 기술과 관련해
GDPR 위반 과징금을 부과(‘22.2.2.)
• EU와 미국 의회에서는 개인정보 기반 마케팅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음
• 한편, 온라인 광고 시장의 맹주격 업체인 Google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Privacy Sandbox 계획을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플랫폼 양쪽 모두에서 추진

2. EU, GDPR 위반 사유로 서드파티 쿠키 기반 타겟광고 표준기술 제재
▶ 벨기에 개인정보 감독기구(Autorité de protection des données, APD)가 유럽
온라인광고협회(IAB Europe)의 광고 개인화 솔루션인 ‘Transparency and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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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work(TCF)’와 관련해 다수의 GDPR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선임 감독기구로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22.2.2.)
• TCF는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개인별 성향에 맞춰 개인화된 광고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는 실시간 광고 입찰(Real-Time Bidding, RTB)
시스템의 주요 요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TCF는 서드파티 쿠키(euconsentV2)에 저장된 방문자 성향 정보(동의 팝업창을 통해
수집된 광고 관련 동의 및 거부 내역)를 ‘TC String' 포맷으로 저장해 OpenRTB 시스템
참여자들에게 배포
- 즉, TCF 기반 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 방문자는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와 공유돼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알 수 있고, 퍼블리셔와 광고 사업자들은 업계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포맷으로 방문자의 동의 내역을 공유하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IAB Europe의 설명
- 당초 IAB Europe은 이 같은 TCF를 통해 디지털 광고 사슬의 모든 참여자들이 EU의
GDPR e프라이버시지침(ePrivacy Directive) 요건에 맞춰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용자
단말 내 정보(쿠키, 광고 ID, 단말 ID 등 각종 식별자 포함)의 열람/저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표1 _ EU의 쿠키 규제
구분

주요 내용
• EU는 GDPR(Regulation 2016/679)과 e프라이버시지침(Directive 2002/58) 등을
근거로 쿠키 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으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출 것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요구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관련
판례(Case C-673/17)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통신 단말기에 저장되는 정보는

쿠키 사용 요건

‘어떠한 종류든(즉, 개인식별정보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따라서 해당 정보처리가 필수성 등 여타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성격일 경우, 사업자는 그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의 동의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다는 뜻을 진술 혹은
명확한 긍정 행위를 통해 정보주체 스스로 자유롭게, 정보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한 의사 표시’여야 함(GDPR 제4조제11항)
• 미리 표시가 찍힌 체크박스 등을 동원해 획득한 동의(부작위에 의한 동의)나

금지 사항

쿠키의 유효기간 및 제3자의 쿠키 정보 접근 가능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얻어낸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없음

- 2 -

2022년 2월호(3)
• APD는 2019년부터 다수의 TCF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적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복수의 항목에 걸쳐 다음과 같은 위법
사항을 확인
- (적법성) IAB Europe은 TC String의 개인정보 처리는 물론이고 애드테크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는 후속 처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음
- (투명성 및 고지 의무) 동의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지되는 정보는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한 내용이라 이용자 입장에선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기 어려움
- (책임성, 보안,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TCF는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지원, 이용자가 선택한 내용의 유효성 및
무결성 모니터링 등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동반하지 않았음
- (기타 의무사항) IAB Europe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기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DPO를 선임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도 이행치
않았음

• 이에 ADP는 IAB Europe를 TCF 관련 컨트롤러로 간주하여 2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련의 시정조치 이행을 명령
- 시정조치에는 ▲이용자 성향 정보의 처리 및 배포 행위에 대해 유효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 ▲TCF 참여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이 법적 근거로 동원되지 않게 할 것, ▲TCF 참여
사업자들의 GDPR 준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할 것 등이 포함됨
- IAB Europe은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함
- 이 같은 처분은 GDPR의 원스탑샵(one-stop-shop) 메커니즘에 따라 선임 감독기구인
APD와 관련 감독기구(여타 EU 회원국의 27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 사이의 협의
절차를 거쳐 도출됐음

• ADP의 이번 결정은 ‘동의에 법적 근거를 둔 쿠키 기반 광고’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서비스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 미국의 법 분석기사 전문 사이트인 National Law Review는 ‘TCF라는 동의
시스템은 GDPR 준수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설계돼 이미 유럽 인터넷 웹사이트의 80%
가량에 채택된 상황’이라며, ‘이런 업계 표준에까지 불법 판정을 내린 것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

- 3 -

2022년 2월호(3)
- 또한, 동 기사는 ‘IAB Europe을 컨트롤러로 규정하여 TCF 참여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한 것도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법이
적용된다면 향후 어느 산업단체도 업계 표준 같은 것을 굳이 개발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개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일관성도 떨어지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
- 당사자인 IAB Europe 역시 ‘APD의 결정 내용이 법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광고
산업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한편, 최근 EU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쿠키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체 데이터 기반 광고
사업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
•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을 위한 Google
Analytics 활용 행위를 ‘적정 안전조치 없는 제3국(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한다며 GDPR 위반으로 판정
- 해당 개인정보 이전은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에 준해
이루어졌으나, 정보기관이 외국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여지가 있는 미국의 법제 및
관행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게 해당
감독기구들의 판단
- Google 측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심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전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항변했으나, 감독기구들은 이를 적정 보호조치로 인정하지 않았음
- Google Analytics를 통해 이전되는 제한적인 데이터에 대해서조차 EU 감독기구들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역외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 관련
개인정보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가해질 것이 유력함
-

실제로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DPC)는

Facebook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을 불허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4월 중
여타 회원국 감독기구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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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와 미국, 광고 타게팅 제한 입법 추진

▶ EU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DMA) 수정안을
작년

말

채택하고

지난

1월부터

EU

이사회(European

Council)와의

협의에

착수했는데, 그 수정안에는 게이트키퍼 사업자(메이저 온라인 플랫폼)13)들의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2020년 12월 15일 제안한 DMA는
원래 게이트키퍼 사업자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 행동 추적 기반의 광고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방안을
담고 있지 않았음
• 그러나 EU 의회는 ‘▲광고 타게팅 등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GDPR에 준해
명확한 사전 동의를 새로 확보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 규정을 DMA에 신설해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

▶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광고
타게팅에 활용할 수 없게끔 규정하는 ‘감시형 광고 금지 법안(Banning Surveillance
Advertising Act, BSAA)’을 발의(‘22.1.18.)
• BSAA는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성별, 종교 등 민감 정보나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구매한 각종 개인정보를 토대로 이른바 개인별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마케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5,000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
- 아울러 동 법안은 기존 광고 기법의 대안으로서 검색 결과나 웹페이지 내용에 맞춰
관련 광고를 내보내는 이른바 맥락형 광고(contextual advertising)를 명시적으로 허용
-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Anna G. Eshoo 하원의원은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해
광고 타게팅에 활용해온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로 인해 허위정보 확산, 차별 심화,
사생활 침해, 투표 의욕 저하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유독한
사업모델을 차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

13) DMA 원안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사업자란 ➀ EU 회원국 3개 이상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 SNS, 동영상 플랫폼, OS, 검색엔진, 중개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EU
내 매출이 65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또는 기업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이고, ➁최근 1년간 그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EU 내 월별 이용자 수(MAU)가 4,500만 명을 초과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이용자
수가 1만 명을 초과하며, ③최근 3년간 앞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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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 연방 의회와 일부 주 의회에서는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Age-Appropriate
Design Code)’과 유사한 내용의 어린이 개인정보보호법안도 발의
• 연방 상원에서 지난 2월 발의된 어린이온라인안전법안(Kids Online Safety Act)은 ‘만
16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적용
- 해당 사업자들은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14)를 차단 혹은 경감해야 함
- 이에 해당 사업자들은 자녀보호 기능 등을 통해 ▲어린이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본인 및 부모가 행사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토록 자극하는
일부

기능(자동

재생,

알림

등)을

제한해야

하며,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동 법안의 의무사항 이행 내역에 관한 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에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각주 검찰로부터 제재를 받게 됨
• 캘리포니아주 하원 역시 어린이(만 18세 미만인 자)를 이용자로 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제품의 설계, 개발, 공급 전반에 걸쳐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연령적합설계규약법안(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을 지난 2월 발의
- 해당 사업자들은 자사의 상업적 이익보다 어린이의 사생활, 안전, 건강을 중시해야 함
-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 약관을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련 옵션 역시 어린이에
적합하도록 기본 설정해야 함

▶ 이 같은 법안들이 실제 법제화된다면, 광고 관련 사업자들은 위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대안 기법(맥락 기반 타게팅 등)’으로의
이동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용자 전체가 아닌 어린이 개인정보의 처리만 금지되더라도, 관련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을 100% 확실하게 검증할 방법을 확보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은 광고 타겟팅을 지속하기 어려워짐

14) 여기서 피해란 자해, 자살, 섭식장애, 약물 남용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각종 괴롭힘, 성착
취, 부적절한 물질 판매, 부적절한 행동 조장, 약탈적/기만적 마케팅, 행동 조작적 기법 등에 노출되는 것도 포함

- 6 -

2022년 2월호(3)
• 실제로 연령적합설계규약을 이미 시행 중인 영국에서는 VR 기기(Oculus Quest2) 및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Facebook(Meta)에 대한
개인정보 감독기구(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15)
- Oculus Quest 2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약 300 파운드)에 우수한 성능을 갖춰 영국
어린이(18세 미만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음
- 그러나 이 단말기 기반의 가상현실 서비스 및 앱(VRChat 등)은 부적절한 콘텐츠나
괴롭힘 등 유해 요소로부터 미성년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
- 예를 들어, Facebook 규정상으로는 Oculus Quest 2를 사용하려면 Facebook 계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연령이 만 13세를 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어린 이용자들도 나이를 속인 채 계정을 생성할 수 있음
- 그리고 일단 계정을 생성한 어린이는 VR 채팅방 등을 통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나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는데,

Facebook에

비판적인

NGO

중

하나인

디지털혐오대응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 CCDH)에 따르면 실제 피해
사례도 이미 다수 존재함
- 결론적으로 Facebook은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보호를 고려(safety-by-design)’해야 한다는 AADC의 원칙을 위반한 셈이라는 게
CCDH 등의 주장

4. Google, 웹브라우저와 모바일앱 양방향으로 프라이버시 강화 추진
▶ Google은 맞춤형 광고를 지원하면서도 이용자 개인정보는 강화하는 ‘Privacy Sandbox’
계획의 일환으로 자사 Chrome 브라우저에서 서드파티 쿠키 대신 ‘Topics’라는 명칭의
새 기술을 지원할 방침
• Topics는 최근 3주간의 웹사이트 방문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가 관심을 둘 만한
소수의 토픽(피트니스, 여행 등)을 추출하는 방식이며, 관련 시범 테스트는 1분기
말부터 진행될 예정
- Google은 Topics API를 통해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5) 연령적합설계규약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영국 법원 및 ICO에서 개인정
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위반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영국법은 EU의 GDPR과 마찬가지로 개인정
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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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Google은 서드파티 쿠키 대신 FLoC(Federated Learning of Cohorts)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기술은 성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을 집단으로 묶어 그 집단에 대한
광고 타게팅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인해 결국 폐기됐음
- 반면, Topics의 경우, API만으로는 이용자를 재식별하기가 어렵고 기록되는 데이터의
민감도도 비교적 낮으며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또한 높다는 게 Google의 설명
• 참고로 Apple Safari, Mozilla Firefox, Microsoft Edge 등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서드파티 쿠키의 활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한 상태
- 선발 주자인 Apple은 브라우저 내 머신러닝 기반의 ‘ITP(Intelligent Tracking Prevention)’
기술을 2017년 6월부터 일찌감치 Safari에 적용해 이용자가 자주 찾지 않는 사이트의
쿠키를 자동 삭제 및 차단함으로써 서드파티 쿠키 대부분을 사실상 무력화
- Mozilla는 이용자 설정(보통, 엄격, 커스텀)에 맞춰 서드파티 쿠키 등을 자동 제한하는
ETP(Enhanced Tracking Prevention) 기술을 2019년 6월부터 Firefox에 본격적으로
활용(신규 설치 시 디폴트로 활성화)하기 시작했고, Microsoft 역시 그와 유사한
MTP(Microsoft Tracking Prevention)‘ 기술을 2020년 1월부터 Edge에 공식 적용
• 그러나 Google Chrome은 웹 광고 시장에서 가장 입지가 큰 플랫폼16)인 만큼,
서드파티 쿠키 퇴출 시 광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느 플랫폼보다 클 수밖에 없음
표2 _ 서드파티 쿠키의 개념과 역할
구분

내용
• 쿠키(cookie)는 누가 심느냐에 따라 퍼스트파티(first-party) 쿠키와 서드파티

개념

(third-party) 쿠키로 나뉘는데, 퍼스트파티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심는 것이고 서드파티 쿠키는 외부 업체가 심는 것임
• 기본적으로 쿠키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작은
용량의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설정과 기존 이용 내역에 대한 일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서비스나 광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활용됨
• 즉, 애드테크 입장에서는 서드파티 쿠키를 기반으로 여러 웹사이트에 걸쳐 이용자의

역할

행동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데, 일례로 이용자가 쇼핑 사이트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면 해당 정보는 그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
이후에도 광고 타케팅에 반영됨
• 서드파티 쿠키는 이 같은 리타겟팅(retargeting) 기법 외에도 광고 송출 빈도를
제한(frequency capping)하거나 광고별 최적 노출 순서를 결정(Ad sequencing)
하는 데도 활용됨

16) 웹 트래픽 분석사이트 StatCounter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Chrome의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플랫
폼 통산(PC, 모바일, 태블릿) 63.59%에 달하며, 이는 여타 웹브라우저 전체를 합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광고 노
출이 Chrome에서 발생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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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따라서 서드파티 쿠키는 광고 효과 증대와 더불어 소비자 경험 개선에도 일조해
왔다는 것이 IAB Europe의 설명인데,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하로
광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광고비 과다 지출을 막는 동시에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로감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아울러 Google은 ‘각종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져온 이용자 프로파일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도입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년간에 걸쳐
Android 플랫폼에서도 ’Privacy Sandbox'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22.2.16.)
•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이용자 활동 내역 등)를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솔루션이 Android 플랫폼에 도입될 예정이며, 당사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도 모색될 예정
• Google과 나란히 모바일 OS 시장의 양대 기업으로 꼽히는 Apple은 모바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는 ‘앱 추적 투명성 정책(App Tracking
Transparency, ATT)17)’을 작년 봄부터 이미 시행 중
• Apple의 ATT 정책에 이어 Google 역시 비슷한 방향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광고 관련
업계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대안 기법으로의 이동 압박이 가중될 전망
• 한편, 항간에서는 Google의 정책 전환에 대해 ‘온라인광고 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사실상의 셀프 수혜 선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 앱의
이용자 추적을 차단하더라도 서드파티 업체들의 광고 사업만 타격을 입을 뿐 정작
Google 자신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

17) iOS 앱이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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