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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유럽의 GDPR을 비롯해 전 세계 관련 법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의한 개인정보 규제의
제도 정착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은 조직 관리의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잡음
• 2021년 룩셈부르크는 GDPR에 근거하여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7억 유로가
넘는 전례없던 수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은 조직의 재무
성과와도 직결되는 이슈로 부상
• 이와 동시에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감독은 책임성 있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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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2022년 초에 발간된 해외 주요 기관들의 실태 조사 보고서들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와 조직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리 변화상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보고자 함

2. 조직/개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베이
(1) CISCO - CISCO 2022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벤치마크 조사1)

Ÿ
Ÿ
Ÿ

발표 시점: 2022.1
조사 시점: 2021년 여름
조사 대상: 전 세계 27개 지역 4,900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

▶ 프라이버시는 전 세계 기업에 있어서 비즈니스상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며, 고객
신뢰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 응답자 중 90%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조직으로부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
• 응답자의 91%가 구매 프로세스에서 외부 프라이버시 인증이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인
것으로 대답
• 조직의 92%가 프라이버시 존중이 조직 문화에 필수요소인 것으로 응답
▶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중으로 현재
국가 중 2/3 이상(194개 중 128개)이 프라이버시 법을 시행
• 프라이버시법 준수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조직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
• 전체 기업 응답자의 83%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이 긍정적, 14%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했고, 3%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79% 긍정, 7% 부정)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필리핀,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프라이버시 규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1) Cisco, Cisco 2022 Data Privacy Benchmark Study,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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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호(1)
그림1 _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의 영향에 대한 국가별 응답 평가

▶ 프라이버시가 조직의 우선순위로 편입됨에 따라 투자는 계속 증가
• 조직당 평균 프라이버시 지출 예산은 2020년 240만 달러에서 2021년 270만 달러로 13% 증가
• 직원이 50~249명인 소규모 조직에서의 지출은 110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로,
250~499명인 조직은 160만 달러에서 210만 달러로 증가
• 대규모 조직(직원 수 10,000명 이상)의 지출은 2020년 급격한 증가세에 이어 2021년은
370만 달러에서 350만 달러로 소폭 감소

그림2 _ 조직 규모별 프라이버시에 대한 투자 지출 추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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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투자수익률(ROI) 측면에서는 평균적인 지출이 2020년 조사 때의 1.9배에서
2021년 1.8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이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새로운 법률에 대한 적응, 국경 간 개인정보 전송의 불확실성
및 개인정보 현지화에 관한 요건 증가에 의한 것으로 관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따른 편익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2%의 조직이 비용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편익을 얻고 있으며,
19%만이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미달성 중인 것으로 추산
▶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은 국가별 법규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조직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은 큰(significant) 것으로 조사
•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현지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 운영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응답이 88%
• 개인정보 현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국가 간 차이가 있으나, 국가별로 작게는 77%에서
크게는 94%의 응답자가 큰 비용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리나라
응답자는 92%가 비용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

그림3 _ 국가별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으로 인해 큰 비용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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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ll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수2)

Ÿ
Ÿ
Ÿ

발표 시점: 2022.1
조사 시점: 2021.7
조사 대상: 전 세계 조직 IT 의사결정자 1,000명

▶ Dell의 조사에서는 조직 단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임
• 개인정보 손실 사고 발생 시 비즈니스 서비스 수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데이터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응답자가 65%를 차지
•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사내외의 표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2/3의 응답자가 향후 12개월 이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업무 중단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 백업 및 복구 서비스 수준이 목표치를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58%
- 조직의 현재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와 절차의 지역 개인정보 거버넌스 규제 준수
상태에 대해 매우 신뢰할 수 없음: 63%
- 향후 12개월 이내 서비스 와해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우려: 64%
• 조직의 신기술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 SaaS 애플리케이션(63%)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59%) 및 AI(53%)를
가장 주목
• 과거 12개월간 개인정보 손실량에 대한 설문에서는 단일 개인정보 보호 벤더를 이용하는
조직이 1.15TB, 복수 개인정보 보호 벤더를 이용하는 조직이 1.91TB의 개인정보 손실을
겪은 것으로 응답
그림4 _ 연도별 평균 개인정보 손실량 비교 및 과거 12개월간 평균 개인정보 손실량(TB)

2) Dell, Dell Technologies Global Data Protection Index,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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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 Verizon - 소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3)
Ÿ
Ÿ

발표 시점: 2022.1
조사 대상: 1,000명의 미국인

▶ (공개계정 vs 비밀계정)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 이용자들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의 비밀계정 전환 발생
• 미국인의 42%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자신의 소셜 계정을 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 응답자의 1/5은 소셜 미디어상의 개인 생활을 공유하는 데에 별 거리낌을 느끼지 않음
• 1/1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해킹의 우려로 인해 자신의 계정을 비밀 계정(private
account)으로 전환
▶ (프라이버시 우려) 미국 이용자들 사이에서 소셜 미디어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는 중
• 2020년 대비 2021년 소셜 미디어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더 우려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비교적 그렇다가 35%,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를 차지
• 66%의 응답자가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 69%의 응답자는 2021년에 발생된 소셜 미디어 개인정보 침해 사고 소식을 이유로
소셜 미디어 계정 하나를 삭제했거나, 삭제할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
• 응답자의 절반이 개인 또는 업무 소셜 계정이 해킹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76%의 응답자가 향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 해킹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비밀번호 관리) 미국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사이트별로 별도의
비밀번호를 관리
•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53%는 계정마다 고유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으며, 47%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계정에 걸쳐 동일한 비밀번호를 재활용
• 62%의 응답자가 2~3개의 다요소인증 절차를 이용
•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갱신한다는 응답자는 46%를 차지
3) ‘Go Verizon’은 미국 통신사업자 Verizon의 온라인 사업 부문 브랜드. Social Media Today, New Survey
Shows that Social Media Users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Data Privacy,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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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익화, Data Monetization)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수익
창출 활동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소셜 미디어 기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익 창출에 활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51%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 39%가 다소 우려하고 있다, 10%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응답
• 개인정보 수익화에 대한 우려의 이유로는 43%가 자신의 정보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으로 응답했으며, 38%가 자신이 관심을
갖지 않는 광고나 기사들을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

3. 개인정보보호 법규 관련 서베이
(1) DLA Piper - GDPR 과징금 및 통보4)

Ÿ
Ÿ
Ÿ

발표 시점: 2022.1
조사 시점: 2018.5~2022.1
조사 대상: European Economic Area 내 31개 국가

▶ (과징금) 글로벌 법무법인인 DLA Piper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2021년 1월 28일 이후 총 1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
• 이 금액은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작년 총액 대비 거의 7배 증가
• 2021년에는 룩셈부르크(7억 4,600만 유로)와 아일랜드(2억 2,600만 유로)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탈리아(7,900만 유로)와 독일(6,900만 유로)을 제치고
각각 1, 2위에 위치
•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GDPR 과징금은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CNDP)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아마존)에 7억 4,600만 유로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가 구글에 부과한 종전 최대 GDPR 과징금 규모인 5,000만 유로의 14배를 상회

4) DLA Piper, DLA Piper GDPR fines and data breach survey: January 2022,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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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호(1)
그림5 _ 국가별 GDPR 과징금 총 누계액 비교 (단위: 유로)

* 독일은 주 정부별 모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보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누계액은 더 클 수 있음

▶ (통보) 2021년 1월 28일 이후 감독기구에 통보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130,000건을
상회해 하루 평균 356건이며, 이는 지난해 일 평균 통지 건수인 331건보다 8% 증가
• 국가별 건 수로 보면 네덜란드가 인구 100,000명당 150.7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리투아니아(136.0), 덴마크(130.6), 아일랜드(130.2) 순
• 한편 그리스(1.45건), 체코(2.25건), 크로아티아(2.48건) 등은 2018년 이후 1인당 위반
건수가 가장 적은 국가들로 확인

(2) Mazars & McCann Fitzgerald - GDPR의 효과와 아일랜드 조직에 대한 영향5)

Ÿ
Ÿ
Ÿ

발표 시점: 2022.1
조사 기간: 2021.11.24.~2021.12.13.
조사 대상: 아일랜드 내 102명의 산업계 고위 임원

▶ (백신 정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백신 정보 접근 필요성을 제기
• 응답자의 약 2/3(64%)는 고용주의 직원 백신 상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56%)는 직원의 백신 상태 정보 처리가 불가능해서 회사
복귀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응답
5) Mazars and McCann Fitzgerald, Impact of GDPR and its effect on organisations in Ireland,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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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 아일랜드 조직들의 GDPR 위반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감은 점차
커지는 경향
• GDPR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 조치에 대해서는 57%가 우려를 보여, 2020년 46%
대비 증가
• 3/4 이상(78%)의 응답자가 GDPR 미준수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한편, 10명 중 7명(70%)은 GDPR 미준수에 따른 문제가 GDPR 발효
시점인 2018년 5월 당시 보다 더 우려된다고 응답
• 2/5 이상(43%)의 응답자는 개인정보 주체에 의한 민사소송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변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조직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부담은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
• 응답자의 1/4(25%)이 해외에서의 직원의 근무를 허가하는 정책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지만, 그중 절반 조금 넘는(52%) 응답자가 해외 근무자들에
대한 유럽경제지역(EEA) 밖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 및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10개 조직 중 7개(68%)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해 쉬렘스 II(Schrems II) 판결*에
기재된 요건을 실질적으로 또는 온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이러한 추가
요건이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개인에게 유익하다는 데 동의한 기업은 절반(47%)
미만에 불과
* EU-미국 간 국외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합의 메커니즘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내린 판결. 즉, CJEU는 프라이버시 쉴드를 통한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이 EU 법률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평가

- 응답 조직의 2/3(66%)는 국외 개인정보 이전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 활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 준수 부담 때문에 EEA
밖으로의 이전을 중단하거나 EEA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호스팅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
▶ (개인정보 침해와 책임성) 보고된 개인정보 침해는 2021년 한 해 감소한 반면, 책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은 전반적으로 증가
•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DPC)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보고했다는 응답자는 줄어들었으며, 이 수치는 지난 12개월 동안
69%에서 61%로 감소
• 특히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신고한 응답자 수
역시 2020년 66%에서 2021년 50%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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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책임성 있는 활동 관행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의 3/4(73%)의 조직이 원격근무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사이버보안
조치를 강화

표1 _ 아일랜드 조직의 책임성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관행 변화
구분

2020년

2021년

데이터 처리 활동 정기 검토

74%

81%

컴플라이언스 준수 질문지 활용

36%

48%

데이터보호를 위한 내부 역할 및 책임 개발

76%

90%

데이터보호 감사

53%

67%

(3) 소비자 행동 및 미국소비자연대 -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6)

Ÿ
Ÿ
Ÿ

발표 시점: 2022.1
조사 기간: 2021.10.7.~2021.10.12
조사 대상: 1,507명의 18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 성인

▶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 요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
• 방문한 기업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 64%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 이외 자신에 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어본 응답자가 46%,
자신에 관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응답자가 47%를 차지
• 개인정보 관련 요청에 따른 기업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70%
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
• 기업들이 응답자가 요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수집, 활용, 판매 또는 공유하려고 할 때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9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

6)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장이 캘리포니아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법. Consumer Action and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Privacy Survey,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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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 준수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부담은 적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는 동시에 규제 조치에 따른 편익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
• EU의 GDPR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는 적용 대상들에게 위반 시 상당한
벌금 부과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조직 및 관리 체계 정비를 유발하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노력의 결과는 소비자들로부터의 평판 개선과 매출
향상 등으로 이어지며 실제적인 투자 편익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 다만, 불필요한 규제 부담 해소 차원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를 적용 중인 국가 및 지역들 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다 긴밀한
조정 노력이 필요
▶ 소셜 미디어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매체로 자리잡음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각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중
• 미국 이용자들의 경우 절반 안팎의 이용자들이 계정별 별도의 비밀번호 관리는 물론
주기적인 갱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의 비밀번호 관리 관행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다요소 인증 등의 수단을 통해 개인의 일상 매체화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보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Reference
1. Cisco, Cisco 2022 Data Privacy Benchmark Study, 2022.1
2. Consumer Action and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Privacy Survey, 2022.1
3. Dell, Dell Technologies Global Data Protection Index, 2022.1
4. DLA Piper, DLA Piper GDPR fines and data breach survey: January 2022, 2022.1.18.
5. Mazars and McCann Fitzgerald, Impact of GDPR and its effect on organisations in
Ireland, 2022.1
6. Social Media Today, New Survey Shows that Social Media Users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Data Privacy,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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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안면인식 관련 주요 동향

[ 목 차 ]

1. 개요

2. EU 의회, 법집행 명목의 대중 감시형 안면인식에 대해 ‘허용 불가’ 선언

3. EU 개인정보 감독기구들, Clearview AI 겨냥해 직간접적 제재 결정

4. 미국, 공공기관의 안면인식 활용에 대한 지방 차원의 규제 확산

5. 미국, 민간부문의 안면인식 활용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도로 규제 시작

1. 개요
▶ EU와 미국 양쪽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EU는 민간부문의 안면인식 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GDPR을 통해 이미 규제 근거를
확보한 상태이나, 법집행 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안면인식’을 조건부로 허용할 것인지 전면 금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
• 이에 EU 의회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발표했고, EU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실시간 안면인식 분야의 대표 업체인 Clearview
AI를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의회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
• 한편, 연방 차원의 안면인식 규제법이 없는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의 안면인식 활용을
규제하는

지자체

차원의

법규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으며,

다른

일리노이주의 BIPA처럼 민간부문 규제를 위한 법규도 적게나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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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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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의회, 법집행 명목의 대중 감시형 안면인식에 대해 ‘허용 불가’ 선언
▶ EU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법집행 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안면인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2021년 10월 6일 채택(찬성 377표,
반대 248표, 기권 62표)
• 안면인식 등의 AI 시스템은 소수민족, 성소수자, 노약자, 여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이미 발생한 바 있음
• 따라서, 특히 법집행이나 출입국 관리에 AI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권 보호 및 차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
• 이에 EU 의회는 '법집행 기관 등이 AI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늘
사람이 내려야 하며, AI 시스템의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AI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특정
결과를 내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확보가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들은 가급적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함
• 따라서 Clearview AI의 안면인식 시스템처럼 공공장소의 불특정 다수 시민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식별’하는 AI는 영구적으로 사용 금지함이 타당하며, 행동이나
개인별 특성을 근거로 사람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소셜 스코어링 시스템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게 EU 의회의 입장
• 한편, EU 의회 내 진보 성향 교섭단체 중 하나인 Greens/EFA는 실시간 안면인식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녹화 영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후적(ex-post) 안면인식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 2021년 10월 발행된 Greens/EFA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 유럽 내 11개국 경찰이 사후적 안면인식을 이미 시행 중
- 이와 관련, 보고서 저자이자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 조교수인 Francesco Ragazzi는
“사후적 안면인식은 실시간 안면인식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
▶ EU 의회의 이 같은 시각은 EU 인공지능 법안(AI Act)7) 관련 입법 논의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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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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21년

4월

발의한

AI

Act는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을 ▲수용불가 위험(금지) ▲고위험 ▲저위험/최소위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
- 금지된 AI를 활용하거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고위험 AI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연매출의 6% 혹은 3,000만 유로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확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할 경우에도 글로벌
연매출의 2%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AI Act는 공공장소에서 법집행을 위해 실시간 안면인식 및 기타 생체인식을
활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실종 아동 찾기나 범죄자 추적 혹은 테러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는 그런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이 같은 예외 조건을 그대로 둘 것인지 여부는 EU 의회와 EU 이사회(European
Council) 사이에서 향후 진행될 AI Act 수정안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
- 전술한 결의안 채택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EU 의회에서는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을 법집행 영역에서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
- 반면, 이사회 쪽에서는 (각국 행정부 속성상) 특정 법집행뿐만 아니라 국경 관리에도
얼굴인식 시스템의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표1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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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acceptab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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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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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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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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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건강,
안전, 기본권에
저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

AI 시스템 유형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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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U 개인정보 감독기구들, Clearview AI 겨냥해 직간접적 제재 결정
▶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GPDP)는
미국 소재 안면인식 서비스 업체인 Clearview AI에 2,000만 유로의 GDPR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22.2.10.)
• Clearview AI는 SNS와 웹에서 수십 억 개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이며 미국 내 법집행 기관
다수를 고객사로 두고 있음
• GPDP는 Clearview AI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해 2021년
9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 Clearview AI 측은 ‘▲당사는 이탈리아 어느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서비스는 Google 검색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GDPR 적용 조건인 ’행동
모니터링‘과도 무관하다’고 주장
- 그러나 GPDP는 ‘▲Clearview AI는 한때나마 유럽 회원국 일부의 테스트 계정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으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을 토대로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 얼굴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메타데이터까지 수집함으로써 사실상의 행동
모니터링을 수행했기 때문에 GDPR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
• 조사 결과, Clearview AI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제한, 보유기한 등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GDPR 제5조)을 위반했고,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GDPR 제6조)와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의 법적 근거(GDPR 제9조)를 갖추지도
않았으며,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및 열람권 행사 지원 의무(GDPR
제12-15조)와 EU 역내 대리인 지정 의무(GDPR 제 27조)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GPDP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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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view AI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서 ‘정당한 이익’을 내세웠으나,
온라인상에 공개한 사진을 안면인식에 활용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합리적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성격이고, 이 사안에서는 그 같은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회사
측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보다 중하다고 볼 수도 없음

▶ Clearview AI는 GPDP에 앞서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로부터도 GDPR 위반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Clearview AI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당국이 제재를
받기도 했음
- CNIL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GDPR 제6조)가 부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정보 제공 의무(GDPR 제12조)와 열람권·삭제권 행사 지원 의무(GDPR
제15조,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Clearview AI에 시정조치 이행을 지시(‘21.11.26.)
- 스웨덴 개인정보 감독기구(Integritetsskyddsmyndigheten)는 Clearview AI 앱을
사용한 자국 경찰청에 대해 개인정보영향평가 미이행 등 스웨덴 형사데이터법 위반
사유로 250만 크로나(약 24만 3,000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이행을
지시(‘21.2.10.)
- 핀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Tietosuojavaltuutetun toimisto) 역시 자국 경찰당국의
Clearview AI 활용 행위를 핀란드 형사데이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 이행을
지시(‘21.9.20.)

▶ 참고로, EU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을 대표하는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Clearview AI 같은 실시간 안면인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피력한 상태
• EDPB는 EU 데이터 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개인의 특징(얼굴, 걸음걸이, DNA, 지문,
타이핑 습관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시스템은 어떤 목적으로든 공공장소에서
활용돼선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AI Act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21.11.18.)
- EDPB의 이 같은 인식은 AI Act 발의 직후에 나온 EU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의 의견(‘21.4.23.)과도 같은 맥락을 이루는데, 당시
EDPS는 ‘실시간 안면인식처럼 위험한 AI는 공공장소에서 조건부로도 활용돼선 안
된다’며 AI Act 초안의 금지 예외 규정을 비판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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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공공기관의 안면인식 활용에 대한 지방 차원의 규제 확산

▶ 미국의 법집행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해온 것으로 파악됨
• 미연방 법집행 기관들의 안면인식 활용 실태에 관한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보고서(‘21.6.29.)에 따르면, 조사 대상 42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죄 수사나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타사(민간업체 혹은 각급 정부기관)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 중
- 그 중 6개 기관은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사건 이후 발생한
소요사태, 집회, 폭동 관련 위법 혐의자를 식별하는 용도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
중이며, 3개 기관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의사당 점거 사건 조사를 위해
안면인식을 동원
• 한편, BuzzFeed News 보도(‘21.4.6.)에 따르면 미국 내 여러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부의 승인이나 감독조차 없이 Clearview AI의 안면인식 서비스를 수년간 활용했음
- 2017년 출범한 Clearview AI는 SNS와 웹에서 수십억 명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해 안면인식 DB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이며, 자사 서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관련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평가판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됨
- 결과적으로 주/지방 경찰, 세관, 공군, 주 의료기관, 주 법무장관실, 공립학교 등
1,803개 기관의 직원들이 업무(시위 참가자 모니터링 등) 혹은 개인적 용도(친구/가족
찾기)로 Clearview 서비스를 임의 활용
- 이들 공무원의 Clearview 이용량은 ‘18년부터 ’20년 2월까지 총 34만 건 가량이며,
해당 기관장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보임

▶ 이런 가운데 안면인식 AI의 편향성이 유색인종 등 소수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퍼지면서 미국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안면인식 활용을 규제하는
법이나 조례를 제정
• 주 단위에서는 버몬트, 버지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등이 공공기관 대상의 안면인식
규제법을 제정했거나 이미 시행 중이고, 캘리포니아는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2023년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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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단위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버클리,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브루클린, 케임브리지, 노샘프턴, 서머빌, 스프링필드,
▲미시시피주:

잭슨,

▲워싱턴주:

킹카운티,

▲메인주:

포틀랜드,

▲오리건주:

포틀랜드, ▲위스콘신주: 매디슨,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코네티컷주: 햄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이 동종 조례를 제정

표2 _ 미국 지자체의 공공기관 안면인식 규제법 사례: 메인주
구분

주요 내용
• 메인주의 각급 공공기관(공립학교 포함)과 그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원칙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안면인식 기술의 보유나 활용을 여타 제3자에게 승인
하거나 대리시켜서도 안 됨
• 단, 어느 이미지 속의 신원 미상 인물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일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집행 기관들은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나
메인주 자동차국(Bureau of Motor Vehicles, BMV)에 안면인식 검색을 요청 가능

예외

• 그러나 안면인식 검색 결과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체포나 수색이 불가하며, 법집행
기관들의 검색 요청 내역은 메인주 경찰과 BMV에 저장됨
•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 확인, 혹은 실종됐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지원해야 할 경우에도 안면인식 검색을 요청 가능

제재

•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재교육,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은 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제소할 수 있음

• 한편, 미국 연방 의회에서도 각급 정부기관의 안면인식 및 기타 생체인식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상원 법안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음

5. 미국, 민간부문의 안면인식 활용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도로 규제 시작
▶ 미국 일부 지자체는 민간부문의 안면인식 활용을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했거나 이미

시행 중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리노이주의 BIPA(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는
주요 테크 기업들의 얼굴 정보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중단 압박을 가하고 있음
• BIPA는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사항(수집 목적, 데이터 보관 기간 등)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개인의 생체인식정보를 판매/대여하거나 그 정보로부터 여타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생체인식정보를 저장, 전송, 보호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데이터 보호조치도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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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PA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 행위 1건당 최대 5천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 소비자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함
• Meta(Facebook)의 경우, 일리노이주 이용자들의 얼굴 정보를 무단 수집해 BIPA를
위반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수년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6억 5,000만 달러를
원고 측에 지불키로 합의하고 2021년 3월 법원 승인을 받음
- 이후 Meta는 ‘안면인식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의 안면인식
데이터를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21.11.2.)
• 또 최근에는 전기차 메이커 Tesla가 운전자 얼굴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일리노이주에서 집단소송에 직면
- 고소인은 ‘Tesla 차량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내 카메라가 얼굴과 시선을 추적하는데, 이처럼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을 스캔하는 행위는 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 위반’이라며 일리노이주 순회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22.3.11.)
•

한편,

워싱턴주와

텍사스주

역시

BIPA와

유사한(단,

사적

소송권은

없음)

생체인식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이며, 도시 단위에서는 뉴욕시, 포틀랜드(오리건주),
볼티모어 등이 유사 조례를 시행 중

표3 _ 미국 지자체의 민간부문 안면인식 규제법 사례: 뉴욕시
구분
적용 대상

주요 내용
• 소매점, 식당, 주점, 공연장, 경기장, 박물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상업 시설
• 뉴욕시에서 어떤 종류든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하는 상업시설들은 해당 데이터의 수집,
보유, 공유, 활용에 관한 안내 표지를 쉽고 분명한 언어로 작성해 모든 출입구 근처에

의무 및 금지사항

배치해야 함
•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은 생체인식 식별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위해
판매, 대여, 공유, 교환할 수 없음
• 소비자는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부주의에 의한

제재

위반에 대해 건당 최대 500달러,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 건당 최대 5,000 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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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콜로라도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는 갖추고 있음
- 캘리포니아의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는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간주해 관련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CPA(Colorado
Privacy Act)와 버지니아 VCDPA(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는 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사전 동의 요건까지 규정

Reference
1. AINews, "The EU’s AI rules will likely take over a year to be agreed", 2022.2.17.
2. Biometric Update, "Biometric privacy rules come to NYC", 2021.7.23.
3. Bloomberg Law, "Tesla Hit With Biometric Privacy Suit Over Alleged Face Scans",
2022.3.15.
4. BuzzFeed News, "Clearview AI Offered Thousands Of Cops Free Trials", 2021.4.6.
5. ComputerWeekly, “NGOs file complaints against Clearview AI in five countries”, 2021.5.27.
6. CNIL, "Décision n° MED-2021-134 du 26 novembre 2021 mettant en demeure la société
CLEARVIEW AI", 2021.12.16.
7. DataGuidance, “Spain: AEPD publishes report on use of facial recognition for AML/CFT compliance”,
2021.7.5.
8. Debevoise Data Blog, "Face Forward: Strategies for Complying with Facial Recognition Laws",
2021.10.19.
9. EC,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cea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4.21.
10. EU Parliament,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he police: MEPs oppose mass
surveillance", 2021.10.6.
11. Euractiv,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already used in 11 EU countries and counting,
report says", 2021.10.26.
12. GAO,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Better
Assess Privacy and Other Risks”, 2021.6.29.
13. GPDP, "Ordinanza ingiunzione nei confronti di Clearview AI", 2022.2.10.
14. iapp, "Inside the EU's rocky path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2022.2.9.
15. Inside Privacy, "European Parliament Votes in Favor of Banning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in Law Enforcement", 2021.10.12.
16. Reuters, “Facial recognition should be banned, EU privacy watchdog says”, 20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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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주년 앞둔 GDPR, 최근 집행 이슈와 그간의 성과

[ 목 차 ]

1. 개요

2. 최근 GDPR 과징금 부과 사례에서 드러나는 EU 감독기구들의 시각
(1) 투명성 원칙 준수 위해서는 ‘정보주체 입장에서 유의미한 고지’ 필요
(2)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필요
(3)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앞으로도 한동안은 ‘요주의 행위’
(4) 애드테크 업계,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부터 확보 필요

3.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망

1. 개요

▶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GDPR은 지난 4년간 주목할 만한 제재 사례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양쪽에

걸쳐

개인정보

취급

관행의

개선을

강제해왔음
•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GDPR 위반 결정 가운데 EU 감독기구들의 향후
집행 트렌드를 예상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그간 확인된 GDPR
체제의 순기능을 조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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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의 GDPR 과징금 부과 사례에서 드러나는 EU 감독기구들의 시각
(1) 투명성 원칙 준수 위해서는 ‘정보주체 입장에서 유의미한 고지’ 필요
▶ 2021년 9월,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DPC)는
Facebook의 메신저 서비스 자회사인 WhatsApp의 유럽본부(WhatsApp Ireland Ltd)에
대해 GDPR 투명성 원칙 위반 사유로 2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
• 2018년 12월부터 2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WhatsApp은 GDPR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된 투명성 요건을 상당 부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GDPR
제5조제1항제a호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DPC의 판단
- GDPR 제12조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
및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와

제14조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규정
GDPR 제12조제1항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제13조(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경우) 및
제14조(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는

수집하지

않을

경우)에

규정된

안내사항

일체와

제15조-제22조(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이동권) 및 제34조(정보주체에 침해 통지)
관련 사항을 평이하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해 간명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게, 열람이 용이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대상이 아동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리
해야 한다. 해당 안내는 서면, 혹은 경우에 따라 전자수단 등 여타 수단을 통해 제공돼야 한다.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여타 수단을 통해 당사자의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면 안내 사항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우선 자사 이용자에 대해, WhatsApp은 프라이버시 정책 및 관련 페이지에서 GDPR
제13조의 안내 사항 일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굳이 링크를 타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야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을 동원함으로써 GDPR 제12조제1항의 형식 요건을 위반했음
- 예를 들어, WhatsApp은 ‘계약 이행’을 법적 근거로 삼아 ‘안전 및 보안 증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도 이행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정작 그 처리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
- 또한 ‘개인정보 수신자(Facebook 및 계열사 포함)’와 관련해서도 WhatsApp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주의 사업자에게 무슨 이유로 전송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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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동의 철회권’ 관련 설명에서는 ‘철회 이전까지 수행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고,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에 관한 설명은 내용상 문제가 없었지만 ‘권리 행사’ 섹션이 아닌 ‘연락처 안내'
섹션에 배치된 탓에 찾기가 쉽지 않았음
표1 _ WhatsApp의 GDPR 제13조 준수 여부에 관한 DPC의 조사 결과8)
조목

의무 안내 사항

결론

제1항제a호

컨트롤러와 그 대리인(있을 경우)의 신원 및 연락처

준수

제1항제b호

(있을 경우) DPO의 연락처

준수

제1항제c호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위반

제1항제d호

‘정당한 이익(GDPR 제6조제1항제f호)’에 근거를 두는 경우, 컨트롤러 혹은 제3
자의 그 정당한 이익

위반

제1항제e호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자 혹은 수신자의 범주

위반

제1항제f호

(해당될 경우)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예정이라는 사실,
▲적정성 결정의 유무, ▲GDPR 제46조(적정한 안전조치)/제47조(의무적 기
업규칙)/제49조(예외적인 이전)제1항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라면
적정하거나 적합한 보호수단이 규정된 문서의 열람 혹은 사본 입수 방법

위반

제2항제a호

개인정보 보유 기간(혹은 그 기간의 산정 기준)

위반

제2항제b호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 및 반대권, 이동권

준수

제2항제c호

(개인정보 처리가 GDPR 제6조제1항제a호 혹은 제9조제2항제a호의 ‘동의’에
근거할 경우) 철회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동의 철회권

위반

제2항제d호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제2항제e호

개인정보의 제공이 법적/계약상의 요건이거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유무, 그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대체로
준수
위반

- 그리고 링크가 동원된 문서 형식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에 대해
WhatsApp은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여러 종류의 문서를 손쉽게 오가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DPC는 ‘마땅히
안내해야 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그림 _ WhatsApp의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 안내문

8) 상기 WhatsApp 케이스에서 GDPR 제13조제1항의 제c호, 제e호, 제f호 위반 사항 및 13조제2항의 제c호 위반 사항은
GDPR 제12조제1항 위반 사항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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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WhatsApp은 자사 이용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GDPR
제14조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
- WhatsApp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 번호 중 자사 이용자의 번호가
있을 경우 서비스 자체의 주소록에도 그 사람을 자동으로 등재시켜 간편한 소통을
지원하는 ‘Contact Feature'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사
이용자가 아닌 사람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데이터 처리를 수행
- 이와 관련해 WhatsApp은 ‘휴대전화 주소록의 WhatsApp 이용자 및 비이용자
전화번호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는 설명을 자사 프라이버시 정책에 기재했으나, 그
정도로는 GDPR 제14조의 고지 의무9)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비이용자 입장에선 해당 문서를 읽을 일도 없다10)는 것이 DPC의 판단

▶ 요컨대, DPC는 상기 WhatsApp 결정을 통해 ‘GDPR의 의무 고지사항 일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열람이

용이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을

여타

테크

기업들에게도 주문한 셈
• 이와 비슷한 취지의 결정은 여타 GDPR 위반 사례에서도 종종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Autoriteit Persoonsgegevens, AP)는 GDPR 동영상 공유
플랫폼 TikTok에 대해 GDPR 제12조제1항 위반 사유로 7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22.7.22.)
- TikTok은 2018년 5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8일11)까지 네덜란드 이용자에게
영문으로만 프라이버시 정책문을 제공12)함으로써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 미성년 이용자들에 대해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AP의 판단

9) GDPR 제14조에 따르면, 컨트롤러는 ‘▲자신의 신원/연락처(대리인이나 DPO가 있다면 그들의 신원/연락처도 포함),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관련 개인정보의 범주,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자 혹은 수신자의 범주,
▲(해당될 경우)제3국으로 개인정보 이전 및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혹은 그 기간의 산정 기준), ▲(해당될
경우) 컨트롤러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GDPR 제6조제1항제f호)’에 관한 설명, ▲열람권/정정권/삭제권/처리 제한 및
반대권/이동권, ▲(해당될 경우) 동의 철회권, ▲민원 제기권, ▲개인정보의 출처,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을 시, 관련 논리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 및 해당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나
결과‘를 안내해야 함
10) GDPR 제14조제5항제b호에 따르면, 개별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노력을
수반하거나... ▲그러한 안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처리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손상될 경우에도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의 일반 공개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11) TikTok은 2020년 7월 29일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AP의 조사 및 처분은 그 이전의 기간만을 다룸
12) 2020년 7월 29일부터는 네덜란드어로 프라이버시 정책을 제공했고 네덜란드어를 쓰는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문서를 제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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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필요
▶ 2021년 6월,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GPDP)는 차별적 알고리즘을 활용하면서 GDPR 조항 다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음식
배달 플랫폼 사업자 Foodinho에 26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13)
•

Foodinho는

‘excellency

활용했는데,

전자는

system’과

라이더(약

‘Jarvis’라는

1만

두

9,000명)들에게

종류의
배달

알고리즘을
시간대를

배달에
배정하는

역할이고 후자는 실제 배달 작업을 할당하는 역할
- excellency system은 주문자 및 가맹점의 피드백과 배달 속도를 토대로 라이더별
점수를 자동 산출해 고점자 우선으로 작업 시간대(통상 1시간 단위)를 배정
- Javis는 라이더 위치정보(단말기 GPS 데이터), 음식 픽업 위치, 주문자 주소, 주문자
요구사항, 라이더의 차량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배달 작업을
라이더들에게 자동 할당
• 이 같은 알고리즘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일감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GDPR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의 권리·자유 보호를 위한 적정 조치를
동반해야 함
<GDPR 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1.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법적 효력 혹은 그와 유사하게 큰 영향을 유발하는 결정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프로파일링 등)에 의해서만 도출됐을 경우 그 결정(자동 도출된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2.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 정보주체-컨트롤러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데 자동 도출된 결정이 필요한 경우
(b)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EU 법이나 회원국 법에 근거하여 자동 도출된 결정이 허용된 경우(단, 해당
EU 법이나 회원국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역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c) 자동 도출된 결정이 개인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
3. 제2항의 제(a)호 및 제(c)호에 해당될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최소한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와 컨트롤러 측의
의사결정에 사람을 개입시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그러나 Foodinho는 라이더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의 제기 등을 위한
별도의 채팅/이메일 창구 등)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그 같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음
13) Foodinho는 스페인의 GlovoApp23을 모회사로 두고 있지만 이탈리아에서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활동은 GPDP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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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동사는 알고리즘이 정확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역시 전혀 도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목적 대비 적절성 및 정확성 여하를 검증하지 않았음
• 또한 회사 측은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차별 혹은 왜곡 위험에 대해 어떠한
경감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excellency system은 전체 점수 가운데 피드백의 비중이 20%에 달하는 구조이고 Javis는
배달을 많이 하지 않았거나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업 기회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기 쉬움
• 상기와 같은 이유로 Foodinho는 GDPR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정보주체 권익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그와 더불어 투명성 원칙과 적법성 원칙을 포함해 GDPR의 여타
의무사항 다수도 위반했다는 것이 GPDP의 판단
표2 _ Foodinho의 GDPR 위반 사항
구분

위반 사실

관련 조항

자동화된
의사결정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라이더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제22조제3항

위치정보 처리, 콜센터와의 채팅/이메일/통화 중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종류, 주문자 및 가맹점의 피드백이 반영되는 개인별
평가 방식 등을 라이더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제5조제1항제a호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해 저장 기한(혹은 그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

제13조제2항제a호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로직,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및 그 중요성에 관해 유의미한 정보를 전혀 제공
하지 않음

제13조제2항제f호

DPO가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음

제13조제1항제b호

저장기한
제한

라이더의 근무 기간 동안에는 물론이고 고용 관계가 종료된 지
4년이 지날 때까지도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저장

제5조제1항제e호

시스템
요건

주문 처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했고 운영자에게는 관리자 시스템과 고객 시스템 양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데이터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

제5조제1항제c호,
제25조

보안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시스템 운영자
다수에게 노출

제32조

DPO 연락처
고지

DPO가 2019년 5월에 이미 모기업에 의해 임명됐음에도 불구
하고 2020년 7월 1일에야 그의 연락처를 GPDP에 알림

제37조제7항

처리 활동
기록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물에 여러 개인정보 유형의 처리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저장 기한이나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데이터 변경 이력 추적도 지원하지
않음

제30조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라이더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신종 개인정보 처리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제35조

투명성

- 6 -

2022년 3월호(3)
▶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여러 산업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GDPR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
• 일례로 스페인의 수퍼마켓 체인인 Mercadona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손님을 식별할
목적으로 모든 방문자의 얼굴 이미지를 캡처해 위험인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안면인식 기반의 비디오감시 시스템을 운용하다가 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로부터
252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음(‘21.7.23.)
-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확인한 Mercadona의 GDPR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부재(제6조, 제9조), ▲투명성 원칙 위반(제5조, 제12조,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미이행(제35조), ▲데이터 최소화 원칙 위반(제5조제1항제c호),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제25조) 등임

(3)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앞으로도 한동안은 ‘요주의 행위’
▶ 2021년 12월,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Datenschutzbehörde, DSB)는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을 위해 Google Analytics를 이용하는 행위를 GDPR 제5장(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위반으로 판단
• DSB는 자국 웹사이트 한 곳이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CJEU)의 ‘슈렘스II(Schrems II, C-311/18)’ 판결 이후 시점인 2020년 8월 14일14)에도
여전히 Google Analytics를 활용 중이라는 민원을 접수하여 관련 조사에 착수
- 해당 민원은 Max Schrems 주도로 결성된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noyb가 Google
Analytics나 Facebook Connect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업체들을 겨냥해 2020년 8월
유럽 각국에 제기한 본보기 민원 101건 중 하나였음
• Google Anlaytics는 웹 트래픽 분석을 위해 방문자 개인정보(식별번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를 미국 Google LLC로 전송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데이터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함
• 해당 개인정보 이전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미국의 법제 및 관행을 고려하면 SCCs에
이미 규정 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DSB의 입장

14) Google은 ‘2021년 4월 이후로는 Google Analytics를 자사 유럽본부(Google Ireland)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
나, 동 사안의 발생 시점은 그보다 이전인 2020년 8월이므로 그에 관한 조사 및 결정 권한은 아일랜드가 아닌 오스트
리아 감독기구에 있다는 것이 DSB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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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_ 슈렘스II 판결의 주요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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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적정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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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화

(Privacy Shield)에는 이 같은 상대국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려움
• SCCs는 계약 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제3국의 공공기관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전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따지는 적정성 결정과는 성격이 다름
• 제3국으로 EU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스스로 강구(GDPR 제46조제1항)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보완 조치도 취해야 함(GDPR 전문 제108항)
• 또한 SCCs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이전이 실제로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

SCCs 유효성
인정

보호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국의 감독기구가 그 이전 행위의 중단 혹은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단순히 SCCs가 제3국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CJEU의 판단이며, 결론적으로 이는 제3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개인정보 수출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판결이라 볼 수 있음
• 아울러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조치를 통해 EU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도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 이에 대해 Google 측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자체 심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전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DSB는 그 같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어떤 것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자체 심의가 개인정보 보호 장치로서 실제로 얼마나
유효한지 불분명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해독키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에 Google 스스로 접근할 여지도 있기 때문
- 이 같은 DSB의 결정에 대해, 해당 민원을 제기한 noyb는 ‘우리의 본보기 고발 101건이
마침내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여타 EU 국가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
- 실제로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ommission Nationale Informatique & Libertés,
CNIL)는 noyb를 통해 고발된 자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미 DSB와 동일한 판정을
내리고 있음

▶ Google Analytics 관련 결정은 슈렘스II 판결을 근거로 앞으로도 미국의 어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든 GDPR 위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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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드테크 업계,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부터 확보 필요
▶ 지난 2월, 벨기에 개인정보 감독기구(Autorité de protection des données, APD)는
광고 개인화 솔루션 ‘Transparency and Consent Framwork(TCF)’와 관련해 다수의
GDPR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개발한 유럽 온라인광고협회(IAB Europe)에 2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
• TCF는 동의관리플랫폼(Consent Management Platform, CMP)의 팝업창을 통해
수집된 웹사이트 이용자 성향 정보(맞춤형 광고 등 각종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한 방문자 개개인의 동의/거부 내역)을 ‘TC String' 포맷으로 저장해 실시간 광고
입찰 시스템(Open Real-Time Bidding)의 참여자들에게 배포
- IAB Europe 측은 이 같은 TC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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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
• APD는 2019년부터 다수의 TCF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적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복수의 항목에 걸쳐 아래와 같은 위법
사항을 확인

표4_ IAB Europe TCF 관련 GDPR 위반 사항
구분
개인정보
처리 원칙
투명성
책임성, 보안,
설계 및 기
본설정
기록, DPO,
개인정보
영향평가

위반 사실
TC String의 개인정보 처리는 물론이고 애드테크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는 후속 처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음
동의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지되는 정보는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한 내용이라 이용자 입장에선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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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B Europe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기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DPO를 선임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도 이행치 않았음

관련 조항
제5조제1항제a호,
제6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
제5조제1항제f호,
제32조
제30조, 제37조,
제35조

• 여기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APD가 TCF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법적 근거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임
- GDPR 제6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들 중 TCF와의 관련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은 동의(제1항제a호), 계약이행(제1항제b호), 정당한 이익(제1항제f호)으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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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명확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CMP를 통해 획득한 동의는 GDPR 제7조에 규정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효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음
- 또한 TCF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
체결의 선행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도 무관함
- 끝으로, 정당한 이익을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관련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익보다 우선하는 성격이어야 하지만, TCF의 경우는 이 같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APD의 판단

GDPR 전문 제47항
컨트롤러(해당 개인정보의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포함)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컨트롤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바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 혹은 기본적 권리·자유가 우선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은, 예컨대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의 고객이거나 피용인인 경우처럼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에 타당하고 적절한 관계가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정당한
이익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의 시점 및 맥락에서 그 같은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이익과 기본권은 특히 정보주체가 추가적 개인정보 처리를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할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컨트롤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다. ---- 중략 ---- 사기 방지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의 개인정보 처리 또한 해당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직접
마케팅(direct marketing)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 아울러 APD는 ‘TCF 참여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공동 컨트롤러로서) IAB Europe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GDPR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
- 이는 기존 TCF 시스템 하에서는 웹사이트 방문자 개인정보가 정확히 누구에게 들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세간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함

▶ APD의 TCF 관련 결정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우선 적절한
법적 근거(유효한 동의 등)부터 확보하고 그 데이터의 유통 경로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EU 감독기구들의 메시지로 해석 가능

- 10 -

2022년 3월호(3)
• 아직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Commission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가 작년 7월 Amazon에 7억 4,600만 유로의
GDPR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제재 사례일 것으로 추정됨
- 해당 Amazon 관련 민원을 제기한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La Quadrature du
Net는 ‘Amazon이 맞춤형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정보주체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고 주장

3.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망
▶ 지난 4년간 GDPR 체제는 기업 진영과 프라이버시 옹호 진영 양쪽 모두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행 초기부터 주목할 만한 제재
사례들을 내놓으면서 ‘정보주체 권익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과거 한 때에는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마케팅 전화를 거는 행위가
여러 업종에서 만연했으나 GDPR 시행 이후로는 이탈리아 통신사업자 TIM을 포함한
다수 업체들이 바로 그 ‘일상적 관행’으로 인해 GDPR 과징금을 받아야 했음
• 또한 각국 사업자들은 ‘미리 체크된 동의박스’를 활용하다 과징금을 받은 사례들을
통해 ‘부작위에 의한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아님’을 인지하게 됐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들을 통해서는 ‘수익구조상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가 서로 별개임도 알게 됐음
• 그리고 최근의 제재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GDPR 체제의 이 같은 순기능은 ‘일반인
입장에선 무슨 뜻인지 이해조차 쉽지 않은 프라이버시 정책’, ‘기계만을 수퍼바이저로 둔
플랫폼 노동자’, ‘광고업계의 GDPR 우회 시도’ 등 다양한 이슈에 걸쳐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물론 개별 기업 입장에선 스스로 GDPR의 제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일각에서는 슈렘스II 판결의 적용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EU 스스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기업들의 GDPR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GDPR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기관
승인 기준을 검토 중
- 인증기관(GDPR 제43조)이란 컨트롤러/프로세서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검토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증(GDPR 제42조)을 발급하는 전문기관을 지칭하며, EDPB는
이에 관해 이미 두 건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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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이 설립되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그 기관과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일정
절차를 거쳐 3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 받게 됨
- 인증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GDPR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감독기구에 입증하는 용도일 뿐이지 그 자체로 GDPR 준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단, 과징금 경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음)
- 그러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GDPR에 대한
이해도와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실제로 높일 수 있을 전망
• 한편, 최근 EU는 슈렘스II 판결로 무효화된 미국과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Privacy Shield)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원칙을 상대측과 합의한 상태
- 미국과 EU는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행위를 국가안보에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도입(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위해 정보기관에
의무화될 각종 절차 요건 포함)
-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심사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을 신설하는 등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행위로부터 EU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
구제제도 마련
- EU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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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AEPD,

“Procedimiento

Nº:

PS/00120/2021

-

RESOLUCIÓN

DE

TERMINACIÓN

DEL

PROCEDIMIENTO POR PAGO VOLUNTARIO“, 2021.7.23.
2. Autoriteit Persoonsgegevens(AP), Boete TikTok vanwege schenden privacy kinderen,
2021.7.22.
3. DPC, “Data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s decision in WhatsApp inquiry”, 2021.9.2.
4. DPC, “Decision of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made pursuant to Section 111 of the
Data Protection Act, 2018 and Articles 60 and 65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21.8.20
5. EDPB, “Binding decision 1/2021 on the dispute arisen on the draft decision of the Irish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WhatsApp

Ireland

under

Article

65(1)(a)

GDPR”,

2021.7.28.
6. EDPB, “RIDERS: ITALIAN SA SAYS NO TO ALGORITHMS CAUSING DISCRIMINATION A
platform in the Glovo group fined EUR 2.6 million“, 2021.7.5.
7. GPDP, "Abstract of Italian SA’s order as issued against Foodinho S.r.l.", 2021.7.5.
8.

IAB

Europe,

GDPR

Guidance:

Legitimate

Interests

Assessments

(LIA)

For

Digital

Advertising, 2021.3.25.
9. iapp, "EU, US agree 'in principle' to new trans-Atlantic data agreement", 2022.3.25.
10. iapp, "What do the Google Analytics enforcement cases mean for privacy compliance?",
2022.2.23.
11. Inside Privacy, "Italian Supervisory Authority Fines Foodinho Over Its Use of Performance
Management Algorithms", 2021.7.13.
12. Tech Crunch, "Behavioral ad industry gets hard reform deadline after IAB’s TCF found
to breach Europe’s GDPR", 2022.2.9
13. The National Law Review, "GDPR Privacy Rules: The Other Shoe Drops", 2022.2.15.

- 13 -

2022년 3월호(3)

<2022년 개인정보보호 월간 동향 보고서 발간 목록>
번호

호수

제

목

1

1월 01 EDPB, 개인정보 침해 통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행

2

1월 02 EDPB, EU 집행위의 데이터 관련 법안 관련 성명 발표

3

1월 03 CJEU 법무관, 정보 주체 위임 없는 소비자단체의 대리 제소 관련 의견서 발표

4

2월 01 해외 주요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동향

5

2월 02 EU 데이터 관련 법안 법제화 추진 현황

6

2월 03 2022년 초 맞춤형 광고 시장에 발생한 주요 변수

7

3월 01 2022년 주요 개인정보보호 실태 서베이 보고서 분석

8

3월 02 유럽과 미국의 안면인식 관련 주요 동향

9

3월 03 시행 4주년 앞둔 GDPR, 최근 집행 이슈와 그간의 성과

- 14 -

2022년 3월호(3)

2022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3월호
발 행

2022년 4월 20일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Tel: 061-820-1899

1. 본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금으로 수행한 사업의
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