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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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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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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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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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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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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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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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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 제 체 계 현 황 조 사

02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조사

일본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으며, ‘03.5월 민간 영역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

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2)

02

Ⅰ. 법률체계
1. 개요

법이 공포되어 ’17.5월부터 시행하였다.3)

일본에서 기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판매되어 유통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국

일본

‘15.9월에는 개인정보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활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 개인정보보호

●

-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취급·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

민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국민이 안심

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안을 둠

하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원칙을 정하여 국민 권리의무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 또한 개인정보 취급 감독 권한을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설치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원칙을 제시함으로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이 2003년 5월 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정보사회 환

써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

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 이외 개인정보 취급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동의 및 고지 제도와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무단으로 제3

범위와 사업자가 준수할 원칙의 불명확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보호 대상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

자에게 제공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죄 등도 신설

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2015년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20.6월 혁신 기술 기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개인의 인터넷 열람 이력을 제3자

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5일 일본 국회는 이 법을 추가로

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또 한 차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

수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수정된 법은 2022년 4월에 시행된다.

과 같다.4)

2.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 (가명정보 개념 추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술(記述)을 일부 삭제하여 다른 정보와 대조하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체 분석은 허용하되 익명 처리된 정보와는 달리 제3자
제공이 불가(제2조제9항)

일본은 ‘개인정보보호 기본방침(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基本方針)’과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을 토
대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개인 권리 보호 강화) 쿠키 등 “개인과 연관되어 사용하는 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를 의무화하고, 원치 않는 개인
정보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제16조 외)
- (법집행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최대 1억 엔까지 벌금을 상향 조정하며(제87조제1항제1호),

- (공통)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장~제3장은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및 개인정보보호 시책 등 포괄
적인 법률 기반을 제시
- (민간) 금융, 의료, 정보통신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 준수 가이드를 제공
- (공공)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1) 및 공공단체 등 각각을 대상으로 한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行政機関の保有

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독립 행정법인 개인정보 보호법(独立行政法人 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
の保護に関する法律), 개인정보 보호조례(個人情報保護条 例) 등이 존재

일본 국내 체재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해외 기업에도 법률 적용 확대(제75조 외)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제 강화)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나 해외 제3자가 강구하는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에게 이전에 대해 고지(제24조제2항, 제3항)
- (유출 등의 보고의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유출, 멸실, 훼손이 있는 경우 개
인정보보호위에 보고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위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제22조의2)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사
●

일본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제로 ‘88년 ‘행정기관이 보유한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1) 법인 설립체 중 국민생활 및 사회 경제 안정 등의 공적인 관점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명확한 사무 및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 예) 내각부 산하의 국립
공문서관과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총무성 산하의 정보통신연구기구와 통계센터 등

2) https://www.ppc.go.jp/files/pdf/personal_development.pdf
3) https://www.ppc.go.jp/files/pdf/28_setsumeikai_siryou.pdf
4)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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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2015년 9월 9일 공표되었고,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등 각 조

한편, 일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個人情報保護委員会)는 위 법률을 포함하여 하기의 법률·시
행령·규칙 등을 소관하고 있다.9)

일본

[표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시행령·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 법이 추구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개인의 권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 이를 위해 ‘04.4월 개인정보보호

구분

기본방침이 각의6) 에서 결정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기본방침

●

개인정보보호 기본방침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규칙

●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4장의2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비식별가공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

독립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4장의2 규정에 따른 독립행정법인 등 비식별가공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 동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념과 제도 추진의 방향성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유용성을 위한 배려 △법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체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체제 확립과 지방공공단체, 국가 행정기관 등 각 주체 간
의 연계 등을 제시
- 국가가 강구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로 △각 행정기관 및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개
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 상황 공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개인정보에 대

규칙

보완 규정

한 불법적인 접근 대응 등을 언급

다.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7)

가이드라인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행정기관 비식별 처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88년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EU 및 영국 역내로부터 적정성 인정에 의해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보완적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

독립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

고용관리 분야 개인정보 중 건강정보 취급 시 유의사항

●

금융 관련 분야 가이드라인

●

의료 관련 분야 가이드라인

●

기타 특정 분야 가이드라인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02

나. 개인정보보호 기본방침(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基本方針)

5)

에 제정되었으며, ’16.9월 빅데이터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익명 처리 정보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 마련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유는 법령이 정하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그 이용목적을 가능

마. 주요 내용

한 한 특정하여야 함(제3조 제1항)
- 행정기관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해당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

(1)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정의

전에 본인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해야 함(제4조)

[표 2] 개인정보의 유형
구분

개인정보(個人情報)는 생존한 개인에 관계된 정보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독립 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8)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의 기술 등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것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독립 행정법인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비식
별 처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취득과 관련된 의무 조항은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

주요 내용

- 본인의 성명
- 생년월일,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회사에서의 직위 또는 소속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그것
들과 본인의 성명을 조합한 정보
- 방범 카메라에 기록된 정보 등 본인을 판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
-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음성 녹음정보

5) https://www.ppc.go.jp/files/pdf/280219_personal_basicpolicy.pdf
6) 일본 내각제 하의 각료회의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유사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kojin_ichiro@example.com 등과 같이 이메일 주소만 있는 경
우에도, example사에 소속한 고진 이치로의 이메일 주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 등)

7)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5AC0000000058
8) https://www.ppc.go.jp/files/pdf/guidelines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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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에서는 개인식별부호를 여권 번호, 기초연금번호, 면허증 번호, 주민표 코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신체 특징도 포함하고 있다.
- 세포에서 채취된 DNA를 구성하는 염기서열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

인식별부호(個人識別符號)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의 부호 중 정령(政令)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문 또는 손바닥 무늬
익명 가공정보(匿名加工情報)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마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 얻어진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해당 개인정보
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익명
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와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해
서는 안된다.

정령에서는 개인식별부호를 여권 번호, 기초연금번호, 면허증 번호, 주민표 코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신체 특징도 포함하고 있다.

익명 가공정보

- 세포에서 채취된 DNA를 구성하는 염기서열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발성 시의 성대의 진동, 성문의 개폐 및 성도의 형상 및 그 변화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 식별 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해당 개인 식별 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

- 보행 시의 자세 및 양팔의 동작, 보폭, 기타 보행 모습
- 손바닥 또는 손등, 혹은 손가락 피하 정맥의 분지 및 단점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맥 형상

인종, 가계 또는 민족적 혹은 종족적 출신을 폭넓게 의미한다. 또한 단순한 국적이나 외국인이라는 정보
는 법적 지위이고, 그것만으로는 인종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부색은 인종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에 지나
지 않기 때문에 인종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신조

(2) 적용 범위
1) 인적 범위
●

는 법인에 대한 예외는 2017년 개정으로 폐지되었지만, 일반지침은 '중소사업자'에 대한 완화된 보안 조치 기준을 유
지하고 있음
●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적용 의무가 각각 면제됨

- 사회적 신분
어떤 개인이 평생 자력으로 쉽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직업적 지위나 학력
은 포함하지 않는다.
- 병력
병에 걸린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병력을 나타낸 부분(예: 특정 개인이 암에 걸렸거나, 조현병을
앓는 등)이 해당한다.

2) 영토적 범위
●

보취급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집행할 수 없지만 외국 규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 집행 목

전과, 즉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것이 확정된 사실이 해당한다.

적을 달성

-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심신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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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해당 개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해외 개인정보처리
사업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그러한 역외 개인정

- 범죄 경력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피해를 묻지 않고,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는, 형벌 법령에 규정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에 착수된 것
이 해당한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적용되는데, ‘업무’가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을 뜻하지
는 않음. 방송, 신문 등 언론 기관, 작가, 대학 또는 기타 학술 기관, 종교 단체 및 정당은 해당 언론, 전문 저술, 학술

개인의 기본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사상과 신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든 일본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적용됨. 5,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은 개인 또

●

해외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일본 내 본인에게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본 내 본인의 개인 정보
를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역외적으로 적용. 2020년 수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 고객과 본인이 모두
일본에 있는 경우 역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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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채 표면의 기복에 의해서 형성되는 선상 모양

- 인종

-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기술 등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해당 일부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

- 얼굴의 골격 및 피부색, 그리고 눈, 코, 입, 기타 얼굴 부위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용모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는 본인의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의 경력, 범죄로 인
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그 밖에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및 그 밖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
에 특별히 배려를 요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 등이 포함되는 개인정보로 정의하였다.

- 발성 시의 성대의 진동, 성문의 개폐 및 성도의 형상 및 그 변화
- 손바닥 또는 손등, 혹은 손가락 피하 정맥의 분지 및 단점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맥 형상

-개
 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혹은 개인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할당되거나 또는 개
인에게 발행된 카드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기록된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의 부호로서 그 이용자 혹은 구입자 또는 발행을 받은 자마다 달라지도록 할당되거나 또는 기재 혹은
기록됨으로써 특정의 이용자 혹은 구입자 또는 발행을 받은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

- 지문 또는 손바닥 무늬

- 홍채 표면의 기복에 의해서 형성되는 선상 모양
- 보행 시의 자세 및 양팔의 동작, 보폭, 기타 보행 모습

-특
 정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전자계산기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변환된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
의 부호로서 당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개인식별부호

- 얼굴의 골격 및 피부색, 그리고 눈, 코, 입, 기타 얼굴 부위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용모

일본

-관
 보, 전화번호부, 직원명부, 법정 개시 서류(유가증권보고서 등), 신문, 홈페이지, SNS 등으로 공공연하
게 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02

-개
 인정보를 취득한 후에 그 정보에 부가된 개인에 관한 정보(취득 시에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해도, 취득 후에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거나 또는 대조된 결과,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물적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적용되지만, '취급'은 동법이나 개인정보감독기구 가이드

[표 3] 정보 주체의 권리

라인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짐. 일본 정부 주최 토론에서, 수집(취득), 보유, 사용, 이전 및 기

(3) 개인정보처리 동의10)
●

설명

삭제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개인정
보가 누출되거나,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사업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30조(5),(6)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기록을 제3자에게 공
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다

제28조(5)

사업자에 의해 보유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방법을 정보 주
체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28조(1),(2)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음을 보여주는 모든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28조(4)

처리제한권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 정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얻은 정보이거나 수신 거부 예
외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수신 거부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제23조(2)

정정권

개인정보의 삭제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추가, 삭
제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6 조에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된 이
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고 또한, 동 제 23 조에는 ‘

접근권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쓰여져 있다.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

본인의 동의 정의: 본인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의해 나타난 방법으로 취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해당 본
인의 의사 표시

●

조항

본인의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예: 구두, 서면 등 외
·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한 신청서 확인란에 체크

(5) 위탁자 및 수탁자의 의무(제20조, 제21조, 제22조)

· 웹 화면의 버튼 클릭 등으로 이러한 행위나 서류가 없으면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 할 수 없다.
(일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4장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개인 정보를 취급할 때는 개인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개
 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이용목적을 최대한 특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
•개
 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을 통지·공표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또한,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으로 개

●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처리 근거(legal basis)’ 중 ‘동의’ 외에 1) 정보주체와의 계약, 2) 법적 의무 준수, 3) 공익에

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에게 이용목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의한 개인정보 처리도 가능하나 그 밖의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은 인정되지 않음

•개
 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직원 및 용역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함
•사
 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
•사
 업자가 보유한 개인 정보에 관하여,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 공개해야 함
•사
 업자가 보유한 개인 정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 받을
경우, 정정이나 삭제에 응해야 함
•개
 인정보 취급에 관한 민원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위탁자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위탁자(委託元)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로서 수탁자(委託先)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닌다.(제22조)
• ‘위탁자’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로, 검색할 수 있는 체계화된 개인정보를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를 의미(제2조제5항)
•개
 인정보를 수탁자에 위탁한 사업자는 자사가 완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수탁자 측에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
독해야 함

10) 경제산업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등 https://www.meti.go.jp/policy/it_policy/privacy/kojin_gadela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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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본

타 취급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음.

02

●

(4) 정보주체의 권리

•위
 탁자의 실무 수행상의 의무는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11) 의 통칙편 제44항에서 상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 해당 제3자의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중지할 것

구분

세부 내용
●

①적절한 수탁자
선정
●

●

 탁자는 개인 정보를 적절히 취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택. 선정 전에는 수탁자의 기본방
위
침, 내부 규율(취급 규정),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IA) 등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비롯하여 해당 수탁
자가 개인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확인

유일하게 인정된 인증방식
•E
 U와의 ‘적정성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 및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전송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
업자는 보다 엄격한 취급 규제를 받게 됨

구체적인 점검 사항으로는 법률 준수 조치 규정 여부와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 정비 여부를 확인
 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른 의무
개
이기는 하나,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 정보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
- 목적 이외 이용 금지

②위탁 계약 체결

•A
 PEC 회원국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인증제도인 APEC CBPR이 2021년 현재

일본

[표 4] 위탁자의 실무 수행상의 의무

0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외국의 법령 제‧개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7) 집행
’20년 6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인에 대해 최대 1억 엔까지 벌금을 강화(제87조1항)

- 재위탁 인정 여부

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 체재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해외 기업에도 보고 징수 및 명령을 확대하고 있다.

- 외부 제공 인정 여부

•개
 정법의 벌금형/징역형에 관한 규정(제83조~제87조)은 ‘20년 12월부터 시행

③수탁자에 대한
개인 정보 취급
상황 파악

●

위탁 계약 이후에는 수탁자가 적절하게 개인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확인이 필요

●

정기 보고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즉시 보고나 감사 실시 가능

[표 5]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변화
징역형

구분

(수탁자 의무)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규제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계약책임만 지게 됨(제22조)
•수
 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처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지니게 됨
•개
 인정보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위탁되어 해당 수탁자에게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1차적인 책임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 안전관리 조치로 사전에 약속한 사항을 준수

벌금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개인정보위원회
명령 위반

행위자

6월 이하

1년 이하

30만엔 이하

100만엔 이하

법인

-

-

30만엔 이하

1억엔 이하

개인정보 DB
부정 제공

행위자

1년 이하

1년 이하

50만엔 이하

50만엔 이하

법인

-

-

50만엔 이하

1억엔 이하

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지게 됨12)

(6) 개인정보 국외 이전
’20년 6월 개정법에 따라 일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본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예외 단서를 통해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제24조)
•일
 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를 갖춘 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규칙으로 정할 경우
•개
 인 정보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사
업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적으로 강구하는 경우
•이
 때 적합한 체제 정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해당 제3자에 의한 계약 이행상황을 확인할 것
11)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

12) Nao Law Office, 【法務担当者必見！】個人情報の取扱い～外部へ委託をする場合～, 2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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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PC 조직도

1. 개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 PPC 위원장
탄노 미에코(丹野 美絵子)

일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서, ‘16년에 출범했으며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다.13)

사무국장

• (출범)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마이넘버법)14)’에 의해 설치되었으며(’14.1), 이후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개인정보

상근

상근

상근

상근

위원
8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16.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편
• (주요 임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력 있는 경

업무

상근

제사회와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개인정보의 유용성과 권익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전문위원
5인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삼음(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

상근

상근

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 (예산 및 인력 규모) ‘21년 기준 예산안 40억 1,000만 엔(’20년 대비 4,000만 엔↑), 직원 148명 (‘20년 대비 9명)

지원

사무차장
총무국장
참사관

참사관

참사관

참사관

정책참사관

출처 : PPC 홈페이지 참조(https://www.ppc.go.jp)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으로 예산 및 인력 증가

사무국심의관

독립적 권한 행사가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8인으로 조직하며, 위원 중 4인은 비상근자로 지
정하고 있다.
•위
 원장과 위원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
•위
 원들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 정보 처리기술 분야의 학문과 실무 경험

2. 역할 및 권한

및 민간기업의 실무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을 중심으로 구성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담당 업무
(상세 조직)

• (위원장) 탄노 미에코(丹野 美絵子)(‘19.11~현재)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추진

• (구성) 위원장을 정점으로 8명의 위원(4명 상근+4명 비상근)과 5명의 비상근 전문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의 책정 등을 실시, 민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을

• (사무행정)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심의관, 사무국 차장, 사무국총무과장 각 1인과 4명

추진하고 있다.

의 참사관 및 1명의 정책 입안 참사관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

• (주소) 〒100-00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1 霞が関コモンゲート西館32階

• (전화번호) +81-3-6457-9680

(2) 개인정보 등의 취급에 관한 감독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보고·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3)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認定 個人情報保護團體)에 관한 사무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는 산업·사업 분야별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활동을 실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법인 등이다. 위원회는 불만 처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려
고 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인증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당해 법인을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에 보고,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3) https://www.ppc.go.jp/

14)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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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이나 사업자 등 특정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일본

(5)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에 관한 사무

1. 개요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는 국가의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특정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기 전에 스스로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대책에 대해 서면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서)에 기재하고 공표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업자/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하여 유형별 유출 사고 접수

그 평가를 실시 할 때의 내용과 절차를 정한 지침의 작성과 국가의 행정 기관 등이 만든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서 승

•일
 반적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온라인(https://www.ppc.go.jp/personalinfo/legal/leakAction/) 및

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화(03-6457-9685)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접 접수
•인
 정 개인정보보호단체(통상 재단법인 및 협회 성격의 조직) 소속 사업자일 경우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관련 창구15)를

(6) 불만 처리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이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의에 답변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만 신고 관련 상담을 위

•개
 인정보보호 권한을 위임받은 업종별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상위 주무 부처에 보고
- 예) 금융청 소관 사업자의 경우 금융청, 재무국, 재무지국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보고

(7) 국제 협력

(개인) 개인정보보호법 상담 다이얼(個人情報保護法相談ダイヤル)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에 해외 관계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

•개
 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분쟁 조정 및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인 ‘개인정보보호

력하고 있다.

법 상담 다이얼’을 운영
- 상담 창구는 전화(03-6457-9849)를 통해 공휴일을 제외한 시간에 이용이 가능

(8) 홍보·계몽

- 제공받은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한 채 통계 자료·상담 사례로 이용됨

개인정보 보호 및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브로슈어, 웹 사이트, 설명회 등을 활용한 홍보․계몽 활동을 실시

-상
 담 창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일반적인 질의 답변 ▲불만 사항을 소관하는 다른 상담 창구16) 소개

하고 있다.

▲불만 상대방 사업자에 대해 관련 내용 전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의
무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의 정보 접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

(9) 기타
위의 사무 외에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처리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국회 보고와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재 및 조정 활동
•이
 외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PPC 질문 채팅 서비스(https://2020chat.ppc.go.jp/)를 통해 24시간 문
의 가능하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달리 자체적으로 규칙 제정권, 법령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 부서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2. 처리실적
가. 민원 접수 숫자 및 처분 사례 건수 현황 (‘20년 기준)
• (민원 접수) ‘20년 개인 정보 유출 관련 민원 접수 건은 총 4,141건
-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보고받은 것이 1,027건, 위임 부처를 경유해서 보고받은 것이 1,122건, 인정단
체를 경유해서 보고받은 것이 1,992건
15) 인정 개인정보보호 단체 리스트 및 담당 창구 연락처: https://www.ppc.go.jp/personalinfo/nintei/list/
16) 소
 비생활센터 등 지방공공단체의 창구,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해당 사업자가 인정 개인정보보호 단체에 가입된 경우), 지방 공공 단체의 개인
정보 담당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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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상담 전화, 불만 창구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해 접수하며, 접수를 받은 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관련 사항을 보고

- 개인 정보 유출 사례별로는 서류 및 전자메일의 오전송이 8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 인터넷 등

Ⅳ. Cases

02

네트워크를 경유한 부정 접속도 일부 발생
- 피해 1건당 정보 유출이 이뤄진 인원 수는 500명 이하가 9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출된 정보의 유

일본

형은 고객정보가 8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유출된 정보의 형태는 종이매체로 유출된 것이 50.9%, 전자매체만이 유출된 것이 45.3%로 각각 거의 절반을 차지

[표 7] 개인정보 위반 Cases

- 유출 사건의 대부분은 직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63.8%)
• (행정처분 사례) 일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현장 실사, 보고징수, 지도·조언, 권고·명령 등의 형태가
있다.

위반 주체

처분 시점

리쿠나비(リクナビ)

’19.12.

JR동일본

’20.3.

●

- 현장 실사는 ’20년 2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외 수탁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던 메시징
앱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수탁자 감독)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제

위반사항 개요

●

공 제한)의 준수상황 등을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 실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

채용 전문 서비스인 리쿠나비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규 취업 준비생의 ID
및 쿠키에 기반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취업 준비생의 합격 후 입사 포기율 분
석에 활용
온라인 사이트인 ‘eki-net’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3,729개의
사용자 계정에 부정 로그인 실행
이 중 13건의 주소, 전화번호 및 신용카드 정보유출

- 보고징수는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에 관련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는 권한으로,
- 지도·조언은 ‘20년 총 198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의 취득·보유·폐기에 관한 사내 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1) 채용 전문 포털 리쿠나비(リクナビ)는 쿠키 기반 정보로 개인을 특정하여 제3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도 및 권고 조치 제재 (‘19.8)17)

사업자에 대하여 전사적인 규칙 마련이나 직원 연수 실시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
- 권고·명령은 ’20년 한 해 총 2건이 발생했으며, 개인 정보의 불법적인 웹사이트 게재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해당 게재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며, 이를 어길 시 명령으로 전환

• (사건 개요) 채용 전문 서비스인 리쿠나비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규 취업 준비생의 ID 및 쿠키에 기반한 개
인정보를 제공, 해당 제3자 기업은 이를 해당 취업 준비생의 합격 통보 이후 입사 포기 비율 분석에 활용
-리
 쿠나비가 제공하는 ‘리쿠나비 DMP Follow’ 서비스는 ‘18년 도요타, 교세라 등 주요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

[표 6]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접수 및 행정 처분 현황(‘20년 기준)
민원접수
4,141건

원 학생의 리쿠나비상의 행동 이력을 분석한 뒤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2019년 행동 이력과의 비교를 통해 합격 통
보 이후 입사 포기 비율을 예측

행정처분
현장 실사

보고징수

지도·조언

권고·명령

2건

354건

198건

2건

출처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연차보고서, 넥스텔리전스 재구성(‘21.7)

-이
 과정에서 리쿠나비는 학생의 쿠키나 ID 정보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해당 학생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 기업에게 해당 정보들을 제공
-그
 러나 리쿠나비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실제 복수의 쿠키 정보를 토대로 개인을 특정하여 제3자 기업에게 해당 정
보를 제공한 것
• (대응) 지도 및 권고 조치 이후 해당 서비스는 폐지됐으며, 이후 ‘20년 법개정에 관련 사항을 보완
-쿠
 키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 특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 제공 동의 획득을 의
도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하여 ‘법의 취지를 벗어난 지극히 부적절한 서비스’로 지적
-이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19.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지도 및 권고를 시행했으며 해당 서비
스는 ’19.8월에 폐지
-동
 사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조치로써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 관련 정
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가명가공정보, 익명가공정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이 ‘20년 개
정법에서 반영

17)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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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4건이 발생

(2)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은 온라인 예약 서비스인 ’ekinet’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접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02

발표(‘20.3)18)

일본

• (사건 개요) JR동일본 측에 따르면 웹사이트에 대한 부정 접속이 발생한 시점은 ‘20년 3월 2일 오후 5시 30분부터
3일 오후 0시 37분으로, 이 기간 동안 ekine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앱인 ‘ekinet 앱’을 통해서 해외 특
정 IP주소로부터 비정상적인 다수의 로그인이 시도
- 부정 로그인 된 3,729명의 접근 로그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첫 화면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13명의 경
우 타 화면으로 이동하여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흔적이 발견
- 열람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는 성명·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메일주소·신용카드 정보의 일부(카드번호 뒷자리, 유
효기간, 브랜드명) 및 연계된 교통 IC카드 번호 등
• (대응) 부정 로그인 가능성이 있는 3,729명의 계정에 대해 JR동일본은 당일 밤 비밀번호를 강제 리셋 조치를 단행했
으며, 이용자들은 비밀번호 변경 이후 로그인이 가능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 JR동일본의 홍보 담당자는 ‘보안을 강화하여,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으나, 별도의
후속 조치는 발표되지 않음
- JR동일본 측은 사고 이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공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파

18) https://xtech.nikkei.com/atcl/nxt/news/18/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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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해구제 체계

- 해당 정보에 보안 기술이나 방법이 사용된 경우, 인가된 자가 아니면 그 정보가 이해되기 어렵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해당 정보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

1. 개요

또는 그러한 자가 보안 기술을 우회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개연성
- 피해의 성격 등

03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에 따른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 준수 의무가 있는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Notification of eligible data breaches) 제도에 따른 보고 요건을 준수해 유출 통지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강정

프라이버시법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주

보 기록인 My Health Record와 관련해 My Health Records Act 2012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관련 시스템을

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경우, 해당 개인과 OAIC에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단,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조사

취급하는 특정 주체들에게 유출 통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주체가 관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체가 통지를 수행하면 나머지 주체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한편,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OAI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다수 민원인이 참

통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가능한 한 즉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OAIC에 진술서 사본을

여하는 집단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하도록 한다. 진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①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설
명, ③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정보의 종류, ④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다. 또한,

가.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진술서 작성 이후 가능한 즉시 해당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한다. ①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개인
에게 진술서의 내용을 통지(또는 통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진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안 침해 가이드(Data

서의 내용을 통지(또는 통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② 위와 같은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서

breach notification — A guide to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2014), 개인정보 유출 대

를 개인정보 처리 주체의 웹 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언론에 공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 계획 수립 가이드(Guide to developing a data breach response plan, 2016) 등을 통해 자발적 유출 통지 제도
를 운용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 기관, 기업 및 비영리 단체(소규모 사업자 제외), 민간 분야 건강서비스 제공자,

그러나 ①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법 집행기관이고,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동 법의 집행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신용평가기관, 납세번호 처리자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자 등 프라이버시법 적용을 받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OAIC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다른 연방법에 명시된 정보 이용 또는 제공을 규율·금지

주체는 모두 통지 의무 대상이 되며, My Health Records Act 2012에 따른 유출 통지 대상은 해당 규정에 따르므로

하는 기밀 조항 등과 충돌하는 경우, ③ OAIC가 공익 등을 근거로 통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면제된다.

동 법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본 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 이전에 확인된 유출 건 또는 시행 이후에 확인된 유
출 건이라도 유출이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OAIC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확신이 드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지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 주체에 유
출 통지를 시행할 것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에 대한 비인가 된 접근이나 제공 또는 개인정보 분실 등의 경우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에 대
한 비인가 된 접근 또는 제공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분실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해당 개인에게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해당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구제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likely to occur)

나. My Health Records Act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
호주는 개인의 의료 처방, 치료, 알레르기 등 건강정보를 요약하여 기록한 전자 기록 시스템인 My Health Record 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란 단순 발생 가능성(possible)보다는 발생 개연성이 높은(probable) 상황을 말하

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My Health Records Act 2012는 이 시스템을 규율하는 연방법이다. 동 법의 규율을 받는 병

며, 심각한 피해는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 평판적 피해를 포함한다. 또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개연성 여

원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업자 그리고 해당 개인 등이 My Health Record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동 법

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은 건강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스템을 취급하는 특정 주체들을 대상으로 My Health Record와 관련된 개

- 개인정보의 종류

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OAIC와 My Health Record 시스템 운영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 개인정보의 민감성
- 한 가지 이상의 보안 조치로 보호되었는지 여부

My Health Records Act에 따른 유출 통지 대상(보고 주체)은 My Health Record 시스템 운영자, 공인된 건강관리 기

- 한 가지 이상의 보안 조치로 보호된 경우: 이러한 보호조치가 무력화될 개연성

관(registered healthcare provider organisations), 공인된 포털 운영자(RPO, registered portal operators), 공인

- 해당 정보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된 정부 서비스 제공 계약자(registered contracted service providers) 등이다.

제6장

(제1032조~제1039조)

제111조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이용·가공·전달 및 매매·제공 또는 공개 행위 금지
· 의료기관 의료인의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

1. 개요

제226조

중국에는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법률과 규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지속

· 환자의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병력자료를 공개
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전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개인정보 판매 금지 등

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이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2020년 11월 정식 제출되었으

소비자권익보호법

29조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판매, 불법 제공 금지

며, 2021년 8월20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단일화된 일반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동 법은

모바일인터넷앱정보서비스
관리규정

7조

이용자 정보 보호 체계 수립,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통신과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
보보호규정

전체

통신과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개인정보 훼손,
매매, 불법 제공 금지 등

소비자권익침범행위처벌방법

11조

소비자 정보 수집 시 동의, 개인정보 누설, 출판, 불법 제공 금지 등

정보안전기술 공공 및 상용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전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가 표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가공, 이전, 삭제 단계별로
필요 사항 규정

통신망 사기범죄 방비와
단속에 관한 통보

6조

개인정보 불법 획득, 판매, 제공 금지

인터넷 예약 택시 경영서비스
관리 임시방법

26조, 37조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출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020년 3월 현재, 중국에는 약 9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는 400만 개 이상, 응용프로그램은
300만 개 이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지속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개인정보를 멋대로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과도한 사용, 불법 매매 등이 계속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각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전국인민대표 340
명이 39건의 관련 의안과 건의를 제출하였으며, 전국정치협상회의에도 총 32건의 관련 제안을 제출하였다. 대중의 기
대와 목소리에 부응하고, 당중앙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부문의 전문 법률을 제정하여 대중의 개인정보 권익을 실

차량 예약자와 승객의 개인정보 불법 이용 및 누출 금지, 처벌

현하고 유지·보호하며,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의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중국은 디지털경제의 법률적 지원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즉 사이버 보안과 관련
하여 ‘네트워크안전법’(2017년), 데이터 보안과 시장화를 위한 ‘데이터안전법’(2021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

2. 중국 법률 체계

보보호법’(2021년) 등 디지털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입법법(立法法)에서는 중국 법률을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단행조례, 부문규장으로 정의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률과 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하고 있다. 각각은 입법 주체에 따라 구분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특이한 점은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있다. 일부 조항들이 포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는 향후 각 영역을 담당하는 부처, 또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각 법률에서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의 명칭을 혼

는 지방정부로부터 규장들이 발표되면서 책임의 범위와 규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표 2] 중국의 법률 체계

[표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조항

입법 주체

법률

조항

주요 내용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적용 대상과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처, 처벌 등

행정법규

국무원

지방성 법규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자치조례, 단행조례, 부
문규장

민족자치구역 자치기관

형법

64

유형

253조1

개인정보 판매, 제공, 절도 시 처벌

286조1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 유출로 피해 초래 시 처벌

국무원 산하 부처

예시
헌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북경시 식품 안전 조례
연길 조선족 자치주 자치 조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65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 결정

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률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중

중국

민법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전화·이메일을 통한 사생활 침해 금지,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관련 조치 및
이에 따른 민사 책임 규정

제4편

03

Ⅰ. 법률체계

분야

조문

입법화 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서, 기존의 다양한 법률, 법규에서 보장하던 개인정보 보호를 일반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총 8장 74조로 구성된 동 법은 2021년 8월 20일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

내용
●

적용대상

(1) 국내 자연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제3조

(2) 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
(3) 법률 및 행정법규 상 규정된 기타 사항

과되어 당일 공표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

개인정보 정의

제4조
●

가. 의의

제5조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는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객관적 요구를 한층 강화

●

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을 세웠으며, <형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한 법률 제도를 개

제13조

선하였고, <민법전>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법률적 보호를 받는 중요한 민사적 권리임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정보화
사회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법률의 필요, 개인정보 보호의 시스템화 등의 필요성에 의거 개

●

인정보 보호의 제도화를 추진한 것이다.

●

제17조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현실적 수요를 수용하였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등 불법행위는 시민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이며, 상거래
으로써 엄밀한 제도, 엄격한 표준, 무거운 책임으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규범하여, 기업과 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18조

제20조

법률적 의무와 책임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공간의 양호한 생태계를 유지 보호하여야 한다.

●

●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디지털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 데이터는 새로운 생산

제21조

요소의 하나로서 디지털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데이터 경쟁은 이미 국제적 경쟁의 중요 부분으로 개인정보는 빅데이
터의 핵심적인 기초이다. 중국이 당면한 사이버 강국, 디지털 중국, 스마트 사회를 향한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제22조

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을 통한 권한과 책임, 보호의 효율성, 이용 규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권익

●

제23조

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디지털경제의 지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

보장하는 것이다.

제24조
●

제26조

나. 내용
총 8장 74조로 구성된 동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처리 규칙, 제3장 개인정보 국외제공 규칙, 제4장 개인정보
처리 활동 중 개인의 권리, 제5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제6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제7장 법률 책임, 제8장 부

민감 개인정보
처리

제28조
제29조

●

●

개인정보는 전자 혹은 기타 방식으로 기록되고 이미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
유형의 정보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삭제 등이 포함됨
개인정보 처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 명확하고 합리적 목적, 처리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수집 원칙,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 준수, 개인정보 처리 규칙, 범위의 명시 등이 필요
개인정보처리는 ①개인의 동의 ②계약의 수립 및 이행, 법에 따른 노동제도와 법에 따른
집합적 계약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자원관리의 필요 ③법적 의무 이행 ④공공 위생 또는
위급 상황 ⑤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여론 감독 ⑥법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 ⑦기타 법률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제②-⑦ 항의 경우 개인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①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방식 ②목적, 처리방식, 처리할
개
정보유형, 보존기간 ③개인이 본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경로와 방식 ④법률과
법규에서 사전통지를 요하는 사항 등의 개인에게 고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에게
변경사항을 고지하여야함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기밀을 요하거나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인
에게 제17조 규정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긴급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과 재산안전
을 위해 고지할 수 없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고지하여야 함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로 처리 목적과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며, 개인권익 침해 시 연대 책임을 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인과 처리의 목적, 기한, 처리방식,
개인정보 유형, 보호조치 및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계약하여야 하며, 수탁인의
개인정보처리 활동을 감독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 없이 수탁인은 타인에게 개인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음
개인정보처리자가 합병, 분할, 해산, 파산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이전하여야 하거나,
제3자에게 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고지하고 새롭게 동의를 얻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의 투명성,
결과의 공평, 공정성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공장소에 설치된 영상 수집 장치, 개인 식별 장치는 공공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공
하며, 수집된 영상, 개인 식별 정보는 공공안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음
 간정보는 생물학적 특징, 종교 신앙, 특정 신분, 의료건강, 금융계좌, 개인 행적 등의
민
정보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의미
민감 개인정보처리에는 개인으로부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

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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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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하는 것이다. 중국은 <네트워크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네트워크안전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법 체계를 구축함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서 중국 내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03

[표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3. 개인정보보호법

●

제35조
●

●

제38조

●

개인정보 국외 제
공 규칙

제39조
●

제40조

제42조

제44조

●

제45조
제46조
●

개인의 권리

제47조

제50조

●

●

제51조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제52조

●

●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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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①국가 네트워크정보부처 조직의
개
안정평가 ②국가 네트워크정보 부처의 규정에 따라 전문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인증
③국가 네트워크정보 부처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에 따라 국외 제공받는 자와 계약을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한 경우 ④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 네트워크정보 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의 항목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가능

●

제60조
●

 인정보처리자가 국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게 국외 제공받는 자의 명칭 또는
개
성명, 연락방식, 처리목적, 처리방식, 개인정보 유형 및 개인에게 국외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 법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방식과 절차를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함
 가 네트워크정보 부처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정보인프라의
국
운영자와 개인정보처리자는 중국내에서 생성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내에 저장하여야
함. 국외에 제공하게 될 경우, 국가 네트워크정보 부처 조직의 안정평가를 거쳐야 함.

제61조
개인정보보호 책
임 부서

 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국가안전과 공공의
국
이익을 위해하는 개인정보처리 활동의 경우, 국가 네트워크정보 부처는 개인정보 제공
제한 혹은 금지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를 공표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제62조

 인은 법률 도는 행정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권리와 결정
개
권을 가지며, 타인이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권리를 가짐. 개인은 18조와 3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
부정확할 경우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인정보처리자는 ①처리의 목적이 실현되었거나 실현할 수 없거나 처리 목적 실현을
개
위하 다시 필요치 않은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보존
기한이 만료된 경우 ③개인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④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약속한 개인정보처리를 위반한 경우 ⑤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제63조

●

●

제66조

●

법률책임

 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의 권리행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개
제소할 수 있음
 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활동이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방법, 개인정보의 유형,
개
개인권익에 미치는 영향, 안전위험성 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①내부 관리 제도 및 운영절차 수립 ②개인정보의 분류 관리의 실행
③암호화, 비식별화 등 안전 기술 조치 채택 ④개인정보 처리 운영 권한 확보 및 정기적인
종사자 훈련 실시 ⑤개인정보 안전사고 응급 계획 수립 ⑥법률, 행정 법규에 따른 기타 조치
 가 네트워크정보 부처가 규정한 수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국
보호 책임자를 임명

●

제69조
부칙

제72조

●

 가 네트워크정보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감독과 관리를 총괄하고 국무원의 유관
국
부처는 동 법과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거 각자의 책임 영역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 관리를 수행.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라 칭함
 인정보보호 책임 부서는 ①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전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지도,
개
감독 ②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고발 접수 ③응용프로그램(App) 등 개인정보 보호 상황의
진행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 ④위법한 개인정보처리 활동의 조사와 처리 ⑤법률, 행정법규
가 지정하는 기타 책임 등을 수행함
국가 네트워크정보 부처는 유관 부분을 총괄 조정하면서 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과 표준의 제정 ②소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민감 개인정보 처리 및 안면인식,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응용에 맞추어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표준을 제정
③전자 신분 인증 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응용의 확산과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신분증명 서비스 건설을 추진 ④개인정보보호의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여
관련기관이 개인정보보호 평가, 인증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 ⑤개인정보보호 민원 및
신고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함
 인정보보호 책임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 시 관계자 조사, 관계자 계약 및 기록
개
등 관련 자료의 열람과 복사,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현장 조사 등의 실시 가능
규
 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가 본 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
며, 불법이익을 몰수하고, 개인정보를 처리를 위반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중단을 명령함.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
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
 반 행위가 엄중한 경우, 성급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며, 이에 더해 5천만 위안 이하 혹은 전년 매출액의 5% 이내 벌금에 처하며,
관련 업무를 잠정 중지 혹은 시정을 위한 업무 중지를 명령하고, 주관 부문에 관련 업무 취
소나 영업 허가 취소를 통고할 수 있음. 또한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자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정기간 내 관련 기업의
이사, 감사, 고위 직책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
개
 인정보 처리로 개인정보 권익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명백히 자기의 과
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이 입은
손실 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함
자
 연인이 개인 혹은 가사 문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하지 않음

 인정보처리자는 ①민감 개인정보처리 ②자동화 의사결정에 개인정보 이용 ③개인정보
개
처리의 위탁,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 공개 ④국외 개인정보
제공 ⑤개인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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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에 저장하여야 하며, 국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국
안정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요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제공자, 사용자 수가 큰 경우, 업무 유형이 복잡한 경우의 개인
중
정보처리자는 ①국가 규정에 따라 투명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도를 수립하고, 주로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로 개인정보 상황을 감독 ②공개, 공정, 공평한 원칙을 준수
하고, 플랫폼 규칙을 수립하며, 플랫폼 내 제품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③엄중한 법규나 행정법규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플랫폼 내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④정기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 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함

중국

제36조

●

03

국가기관의 개인
정보 처리

 가기관이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국
이행하여야 하며, 제18조 규정에 따른 경우, 혹은 국가기관의 법적 책임 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고지 의무를 제외함

4. 데이터안전법

03

다. 특징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7월 3일 <데이터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초안을 발표하

자연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국외의 기업이나 조직이 국내의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모

고 그해 8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동 법안은 2018년에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현장

두 포함한다. 둘째, 사전고지와 동의 취득의 예외는 ① 계약의 이행⋅체결에 필요한 경우, ② 법적 직책⋅의무 수행에

조사, 외국 입법사례,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데이터안전법> 제정은

필요한 경우, ③ 돌발적인 공공위생 사건 대응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안전 보호에 필요한

대내적으로는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 강요’를 통해 빅데이터 이용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안전을

경우,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신문보도나 여론의 감독에 필요한 경우, ⑤ 적법하게 제정된 근로제

보장할 것을 촉구한 것과 2016년 4월 시진핑 총서기가 데이터 관리의 강화, 데이터 안전에 대한 중시를 강조한 것에 영향

도와 체결된 집단계약에서 인력자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 분석에 있어 자동화된

을 받았다. 대외적으로는 EU와 미국 등 주요국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규율하는 「GDPR」과 「CLOUD 법」 등 데이터 관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할 경우,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공평성을 보장하며, 거래 조건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련법 제정을 완료한 것에도 자극을 받았다.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데이터안전법> 제정을 서둘렀으며,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후견인의 동의 취득을 필요로 하고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5개 항목의 수정을 거친 후, 2021년 6월 10

있다. 다섯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하고,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

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동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중국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대상으로는 국내에서

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독립적인 외부감독 기구의 설립, 개인정보보호 사회책임보고서의 정기 발
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있다. 일곱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해 엄격한 제

가. 법안의 내용

한을 두어, 담당 기관이나 인증기관의 안정성 평가(보안 평가)를 확보해야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안의 내용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데이터 안전과 발전, 데이터 안전제도, 데이터 안전보호 의무,
공공데이터의 안전과 개방, 법률책임, 부칙 등 총 5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라. 시사점
[표 4] 데이터안전법 상의 정의(제3조)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외 입법 동향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한 것이 특징이며,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타격이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은 이번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유럽의 GDPR과 유사하게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위반 시
처벌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GDPR은 위반 시 최대 과징금이 2,000만 유로 또는 전

구분
데이터

내용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된 정보에 대한 기록

데이터 처리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곡, 전송, 제공, 공개 등

데이터 안전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

세계 매출액의 4% 중 큰 쪽을 적용하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시 벌금은 5,000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
출액의 5%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소득 몰수, 관련 업무정지, 영업 중단,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벌이 가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

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데이터안전법 상의 정의(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최상위 법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법 적용은 담당 부처인 국가인터넷판공실

법안은 제1조에서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방과 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보장하기

(CAC)이 발간할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위함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 활동에 적용되며, 중국 이외의 지

필요할 것이다.

역에서도 전개되는 조직과 개인의 데이터 관련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전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
법적 권익을 해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중국 역 내에 위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만큼, 중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가중요정보인프라 시설의 운영자나 개인정

제3장 데이터의 안전관리 제도에서는 등급별·유형별 데이터 보호제도와 데이터 안전 위험관리 제도, 데이터 안전 비상

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경우,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대응 제도, 데이터 안전심사제도, 데이터 수출관리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제19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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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등 보다 엄격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이

구분

내용

데이터 등급별 ·유형별
안전관리 제도
●

데이터 안전 비상대응
제도
데이터 안전심사 제도

●

●

●

각 지역 정부와 부처는 중요 데이터 보호목록을 작성하고 중요 데이터에 대한 특별 보호를 진행

<데이터안전법>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인과 기업, 정부의 데이터 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분
야별 데이터 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요 데이터 보호 목록을 작성하여 특별 보호를 진행하는 한편, 데이터 안전
위험관리 제도, 비상대응 제도, 안전심사 제도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동 법은 데이터를 국가발전을 뒷

 가는 중앙집중형의 효율적이고 권위 있는 데이터 안전 위험평가, 보고, 정보공유, 모니터링과
국
조기경고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안전 위험 정보의 확보와 분석, 조사와 판단, 조기경고를 강화

받침하는 전략적 기초 자원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는 데이터 보안 비상대응 제도를 구축하여 데이터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당국이 상응하는
비상대응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에 중점 둔 것과는 달리 <데이터안전법>은 국가 안보와 사회적 공익을

 가는 데이터 안전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활동에 대해
국
국가안전심사를 진행
 가는 국제 의무의 이행과 국가 안보 유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제 대상 데이터로 취급하여
국
수출관리 제도를 적용

동 법안의 제4장에서는 데이터의 안전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과 개인이 데이터 활동 시, 데이터의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데이터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조치를

유지함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어, 보호 대상의 범위와 분야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특히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
전자적 혹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 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적용 범위를 중국 역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활
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이익 도는 중국 국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
해하는 경우도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네트워크안전법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안전 책임자와 관리조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데
이터의 안전보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27조) 아울러 데이터 활동 시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안 결함과 취약점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People's Republic of China Network Security Law)은 번역에 따

등의 위험 발견 시 시정조치를 취하며, 데이터 보안사고 발생 시 적시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라 인터넷 안전법, 인터넷 보안법, 사이버 안전법, 사이버 보안법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중국어의 “网络”는 네트워크,

를 부과하였다.(제29조)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당국에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互联网”은 인터넷을 의미하나,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安全”은 안전을 의미하나, 보안으로 번역하여도 무

하며, 보고서에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데이터의 유형과 규모,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사용 내역과 데이터 보

방하다. 여기서는 네트워크 안전법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안 위험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데이
터 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출처를 요구해야 하며, 거래 양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심사와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제33

본 법의 적용 대상은 중국 내 네트워크 사업자,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 등이다. 네트워크 사업자(网络运营者)는

조) 온라인 데이터 처리 등의 서비스 사업자는 법에 의거해 경영허가증이나 등록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유선전화, 휴대전화 운영자, 정보 발표 및 메신저 서비스 제공 사업

원 통신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정한다.(제34조) 공안기관과 국가 안보기관이 국가 안보 또는 범죄 수사 목

자를 포함하며, 한국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关键信息基

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진행하며, 관련 조직과 개인은 이에 협

础设施)은 파괴, 데이터 유출 시, 국가 안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시설로, 한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정보통신

조해야 한다.(제35조) 해외 법 집행기관이 중국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조직과 개인은 관할 당국에

기반시설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외 주요 용어들은 다음 표와 같다.

신고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제36조)
[표 6] 네트워크 안전법의 주요 용어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제6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데이터 안전관리 제도(안전책임자 및 기구) 마련, 데이터 위험 모니
터링 및 위험 보고, 위험평가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의 벌금

용어

정의

법률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 담당한 인원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네트워크
(网络)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 단말기 및 관련 장비로 구성된 일정한 규칙과 프로세스에 따라
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를 진행하는 네트워크

제76조

네트워크 안전
(网络安全)

필요한 조치를 취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침입, 방해, 파괴와 불법 사용 및 의외의
사고를 방지하고 네트워크가 안정된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결성,
비밀 유지성, 유용성 능력 보장

제76조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제76조

였다. 또한 국가 중요 데이터 관리 제도를 위반하여 국가 주권, 안전과 발전이익을 저해하면, 주관 부서가 2백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황에 근거하여 업무 중단,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역외에 중요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기구
의 위법행위, 데이터 취득 협조 거부, 승인 받지 않은 외국의 사법기관에 데이터 제공행위 등도 벌금에 처하고, 영업 정
지, 허가 취소 등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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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업자
(网络运营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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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수출관리 제도

●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에서 데이터가 갖는 중요성 및 데이터의 무단 변경·파괴·유출 또는 불법
취득·이용 시 국가안전, 공공이익 또는 국민과 조직의 권익에 초래하는 침해 정도에 따라 등급
별·유형별 보호를 시행

중국

●

데이터 안전 위험관리
제도

나. 특징

03

[표 5] 데이터안전법 상의 데이터 안전관리 제도(제3장)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关键信息基础设施)

제76조

전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는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의 개인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지칭하는데, 이름, 출생일, 신분증번호, 개인생물
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

제76조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중요 산업과
영역에서 일단 파괴, 기능 상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 국가 경제, 국민
생활,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설

5. 개인정보 매매 등
금지

44조

6. 개인정보 비밀 유지

45조

●

●

●

제31조

법은 총 7장 7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 안전,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 개인정보보호, 불법 정보 단
속, 네트워크 제한 조치,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

법률 책임

1. 법 위반에 따른 처벌

59~69조

개
 인정보 절도, 취득, 불법 판매, 불법 제공 금지
유
 관 부문은 직책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사생활 등의
비밀 유지, 유출, 판매, 제공 금지
위
 반 조항 및 정도에 따라서 벌금 부과, 불법 소득 몰수, 구류, 업
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웹 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 인
허가 취소, 사업자 등록 말소 등 조치

중국

개인정보
(个人信息)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저장, 전송, 처리와 생성되는 각종 전자 데이터

03

네트워크 데이터
(网络数据)

6. 관련 법규·표준

가 안보,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 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네트워크안전법 제정 이후 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하위 법령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그중에서 개인정

전의 감독 관리”이다. 법의 주요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제4장 네트워크 정보안전(网络信息安全) 부

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규범은 다음과 같다. 향후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

문에 집중되어 있다.

령체계도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표 7] 네트워크 안전법의 주요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분야

항목
1. 이용자 비밀 유지

조항
40조

내용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

41조
●

●

●

개인정보 보호

3. 개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 금지

42조

●

●

4. 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요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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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조

[표 8] 개인정보보호 법규·표준 목록
제정 일자

이름(국문)

이름(중문)

2017.5.27.

정보 안전 기술, 데이터 국외 반출 안
전 평가 지침

信息安全技术数据出境安全评
估指南

2019.4.10.

인터넷개인정보안전보호지침

互联网个人信息安全保护指南

네트워크 사업자는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는안됨

2019.5.28.

데이터안전관리방법(의견수렴안)

数据安全管理办法
(征求意见稿)

네트워크 사업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약정을 어기
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해서는 안 됨

2019.6.13.

개인정보 국외전송 안전평가방법
(의견수렴안)

네트워크 사업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이용자와의 약정
을 준수하면서 저장 및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

2020.11.19

정보안전기술-개인정보안전영향평
가 지침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 되며, 수집 동의를 받지 않으면,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
서는 안 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복원할 수 없
는 경우는 제외

2020.3.07

정보안전기술-개인정보안전규범

2021.4.26

모바일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
보보호 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 정보에 대해 반드시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이용자 정보보호 제도를 정착
네트워크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은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보 수집과 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공지하
고 수집 대상자의 동의 필요

네트워크 사업자는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그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
출, 훼손, 분실을 방지
개인정보 유출, 훼손, 분실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
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고, 적시에 이용자에게 고
지 및 관련 주관 부문에 보고
개인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규정 또는 약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
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오류 존재 시, 정정 요구 가능

个人信息出境安全评估办法
(征求意见稿)

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影
响评估指南
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
规范

移动互联网应用程序个人信息
保护管理暂行规定(征求意见稿)

성격

제정 주체

국가
표준

전국정보안전
표준화기술위원회

부문
규장

공안부

부문
규장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부문
규장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국가
표준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

국가
표준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

부문
규장

공업정부화부

특이한 점은 한국의 법령 명명 체계와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등
으로 명명하고, 상위 법령에서 “상세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법령간의 계층 구조가 비교적 분
명한 편이다. 그러나 중국 법령은 비록 본문에서 상위 법령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름만으로는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
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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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안

각 부처별로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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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체계
중국의 인터넷 정보 안전 관리 체계에서는 중국공산당중앙 네트워크 안전정보화 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网络安全

和信息化委员会,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가 정책 등 의사 결정을 하는 최상위 기구이며,

부처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직접 총괄한다. 그리고 국무원(国务院, State Council)과 중국공산당중앙에서 각각 하부 부문
을 두고 관리한다. 특히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은 중국공산당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中国共产党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을 겸하면서 인터넷 상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안전, 국가 정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보화 업무, 콘텐츠에 대해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며, 국무원의 각 부문은 관련 분야에
으로 보인다.

[그림 1] 중국 정보 안전 행정 관리 체계

공안부
(公安部)

국가주석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

공업정보화부
(工业和信息化部)

보밀국
(保密局)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
위원회판공실

국무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CAC)

업무
●

네트워크 보안 작업 및 관련 감독 관리 작업 총괄

●

인터넷 콘텐츠 및 정보 보안 관리

●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

●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

●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네트워크 보안 전용 제품 목록

●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안 심사

●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해외 유출에 대한 보안 평가

●

네트워크 보안 정보 수집, 분석 및 보고 업무

●

네트워크 보안 리스크 평가 및 긴급 업무 기제

●

도메인 네임

●

통신 업무 경영 허가

●

통신 자원 분배

●

통신 및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관리 감독

●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 보안

●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

네트워크 보안 치안 및 형사 사건

●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보 전용 제품 판매 허가

●

공안기관 네트워킹 준비

●

네트워크 정보 보안 관리의 기밀 업무

●

기밀 관련 컴퓨터 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심사

●

기밀 해외 반출 심사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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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부문별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향후에 시행 중 새로운 지침이 작성될 것

중국

[표 9] 인터넷, 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 업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 www.cac.gov.cn
국가암호
관리국

위법불량정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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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술
안전연구센터

인터넷네트워크
정보센터
(CNNIC)

국가인터넷
응급센터
(CERT)

국가보밀국

국가안전부

국가기관 보밀
기술 서비스
센터

기술
정찰국

공안부

네트워크
안전보위국

제3
연구소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
총국

- 전화 : +86 010-6900-1234

중국네트워크

네트워크
안전심사
안전관리국 기술 및 인증센터
(C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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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www.12321.cn)

03

Ⅲ. 피해구제 체계

- 위챗 공공계정(12321举报中心)
중국에는 개인정보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은 위법 및 불량 정보 신고 센터, 네트워크 불량 및 스팸 정보

- 문자(12321)

신고 센터, 공안부 인터넷 범죄 신고 등이 있다.

- 전화(010-12321)

1. 위법 및 불량 정보 신고 센터

중국

- 웨이보(12321举报中心)

- 이메일(abuse@12321.cn)

위법 및 불량 정보 신고 센터(违法和不良信息举报中心)는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서 인터
넷 위법 및 불량 정보 신고를 수리하여 처리하고, 폭력, 테러 등의 유해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Ⅳ. Cases

앱(http://jbzs.12321.cn)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안은 주로 형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을 처벌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사건의 개요 및
- 인터넷(www.12377.cn)

판결 결과이다.

- 네트워크 신고(网络举报) 앱
- 웨이보(https://weibo.com/12377jbzx?is_hot=1)

법

- 위챗 공공계정(jbzx12377)

판결 번호

(2014）내성형초자제136호((2014）莱城刑初字第136号)

- 팩스(010-5563-5034)

판결 일자

2014. 4. 23

- 이메일(jubao@12377.cn)

피 고 인

하씨(夏OO), 기씨(纪OO)

사건 개요

2012년 1월부터 하씨는 QQ 채팅방을 통하여 한씨 등으로부터 약 3,400만개 개인정보를 구매하였
고, QQ 채팅방을 통하여 기씨 등에게 판매하여 약 15만 위안의 불법소득을 챙김기씨는 하씨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1,200만 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약 70,000위안의 불법 소득을 챙김

판결 근거

형법 제253조 1의 (1),(2), 제25조(1), 제67조(3), 제72조(1),(3), 제73조(2),(3), 제52조, 제53조,
제64조

- 전화(12377)

2. 네트워크 불량 및 스팸 정보 신고 센터
네트워크 불량 및 스팸 정보 신고 센터(网络不良与垃圾信息举报受理中心)는 공업정보화부에서 중국인터넷협회에

원

(하씨)1년
(기씨)7개월

징역

산동성 내천시 내성구 인민법원 (山东省莱芜市莱城区人民法院)

벌금(위안)

(하씨)3,000
(기씨)10,000

기타

불법에 사용했던 도구, 소득 몰수

위탁하여 네티즌들의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이다. 인터넷, 통신 등 네트워크의 불량 및 스펨정보의 신고를 수리하고 조
사 분석 및 처리 작업을 담당한다.
법

원

상해시 장저구 인민법원(上海市长宁区人民法院)

신청 가능 민원은 다음과 같다.

판결 번호

(2013）장형초자제861호((2013）长刑初字第861号)

-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전자메일, SNS 정보, 블로그 등, 문자, 컬러링, WAP, IVR, 모바일 게임, 전화, 팩스 등, 기타

판결 일자

2014. 3. 17

피 고 인

장씨(张OO)

사건 개요

중국동방항공의 회원 정보 600만 건을 장씨가 받아 20만 위안을 받고 상하이모투자관리회사에 판매

판결 근거

형법 제253조 제1의 (1), 제25조(1), 제67조(3), 제72조(1),(3), 제73조(2),(3), 제53조, 제64조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불량 및 스팸 정보를 전파 발송하는 행위
- 스팸문자, 스팸전화, 스팸메일, 불량 사이트, 불량 앱,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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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벌금(위안)

20,000

기타

집행유예 2년, 불법소득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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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민원은 정치, 테러, 유언비어, 음란물, 저속, 도박, 사기, 권리 침해 등이다.

법

원

법

산동성 제남시시 중구 인민법원(山东省济南市市中区人民法院)

산동성 임기시 중급인민법원(山东省临沂市中级人民法院)

(2015) 시형초자제293호((2015) 市刑初字第293号)

판결 번호

(2017) 로13형초26호((2017)鲁13刑初26号)

판결 일자

2016. 10. 18

판결 일자

2017. 7. 19

피 고 인

리씨(栗OO)

피 고 인

진씨(陈OO)

사건 개요

2012~2014년간 대량(1억 4,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판매,
72,848위안 소득

사건 개요

판결 근거

형법 제253조 1의 (1),(2), 제67조(3), 제64조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정보, 아파트 구매정보 등을 구매하였고, 교육국, 재정국, 방산관리국 명의로
대학 보조금 지급, 아파트 구매 보조금 지급 등 명의로 보이스 피싱. 총 2만 3,000여회의 전화를 걸
었고, 56만 위안의 불법소득을 챙겼음. 피해자 1명이 사망함.

판결 근거

형법 제266조, 제253조1, 제25조(1), 제26조, 제27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1), 제61조, 제64
조, 제67조(1),(3), 제69조, 보이스피싱 해석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개인정보 해석 제
5조

벌금(위안)

-

기타

불법 소득, 불법 도구 몰수

징역
법

원

5년

벌금(위안)

기타

-

산동성 임기시 라장구 인민법원(山东省临沂市罗庄区人民法院)

판결 번호

-

판결 일자

2017. 8. 24

법

피 고 인

두씨(杜OO)

판결 번호

(2019）豫0305刑初144号

사건 개요

두씨는 트로이목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산동성 2016년 대학 입학생 시험 정보 플랫폼에 침입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 받았고, 2016년 대학입학생 정보 64만 건을 불법 취득하여 진씨 등에게 10만
여 건을 판매하여 14,100위안 불법소득을 챙김. 총 5만여 위안을 불법소득을 챙김

판결 일자

2019.05.17

피 고 인

리모1(李某1), 리모2李某2, 장모3张某3

판결 근거

형법 제253조 1

사건 개요

2014-2017년간 피고인들은 아마존 쇼핑 웹사이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불법
적인 소득을 올림

판결 근거

형법 제253조1의 (1),(2), 제25조1, 제26조1, 제27조, 제64조, 제52조, 제53조

6년

벌금(위안)

60,000

기타

위법 소득과 도구는 몰수

원

하남성 뤄양시 젠시구 인민법원(洛阳市涧西区人民法院)

리모1 1년2월
징역
법

원

벌금
(위안)

리모2 1년
장모3 1년

저쟝성 츠시시 인민법원(慈溪市人民法院)

판결 번호

(2018）浙0282刑初1743号

판결 일자

2018.12.27

피 고 인

천모(岑某1), 후모(胡某2), 웨이모(魏某3), 양모(杨某4), 안모(安某5), 가오모(高某6), 치모(戚某8),
우모(吴某9), 양모(杨某10)

사건 개요
판결 근거

법

원

리모1 5만
리모2 3만

기타

불법 소득, 불법 도구 몰수

장모3 1만2천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上海 浦東新區 人民法院)

판결 번호

(2020）沪0115刑初1553号

2017-2018 피고인들은 츠시시, 닝보시 등지의 개인 재산정보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판매하
고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

판결 일자

2020.08.05

제253조1의 제1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제3항,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제
73조 및 제64조

피 고 인

왕모(王某)

사건 개요

2018, 2019년 피고는 불법적으로 다량의 개인정보, 은행정보를 획득하여 일부를 판매한 혐의

판결 근거

형법 제253조1의 (1),(2), 제27조 (3), 제64조, 제52조, 제53조

천모1-3년(집행유예4년6월)
후모2-9월(집행유예1년6월)

징역

웨이모3-3년(집행유예3년6월)
양모4-2년6월(집행유예3년6월)
안모5-6월(집행유예1년)
가오모6-구류5월(집행유예10월),

벌금
(위안)

60,000

기타

3년 3개월

벌금
(위안)

1만 위안

기타

불법 도구 몰수

불법 소득, 불법 도구 몰수

치모8-3년(집행유예 3년6월)
우모9-3년(집행유예 3년6월)
양모10-3년(집행유예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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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징역

30,000

중국

2년

03

판결 번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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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조사

영국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이후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단행이 확정되었으며, 전환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24일 영국
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은 EU를 완전히 탈퇴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이후, 2019년 2월 개인정
(Amendments etc) (EU Exit) Regulations 2019)을 기반으로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EU GDPR을 브렉시트 현실

영국

1. 개요

보보호, 프라이버시, 전자 커뮤니케이션 수정법(The Data Protecti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04

Ⅰ. 법률체계

에 맞게 수정했으며, 그 중 수정된 EU GDPR을 UK GDPR로 명명하고 있다.
영국은 오랜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인식하여 왔다. 이를 근거로 강력한 지위를 누려왔던 언
론, 미디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저항과 영국의 법적 전통인 의회 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 원칙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법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그럼에도 영국의 과거 많은 판례들은 프라이버시권

2. 영국 법률 체계

의 중요성과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후 1998년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의 프라이버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제8조)를 통해 프

현재 통상적으로 일컫는 영국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라이버시권이 보장되었다.

Northern Ireland)이며, 영국 영토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법체계
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3개 법령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일컫는 영국 법은 주로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규율되어 왔으나, 1970년대부터 컴퓨터 사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율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채택과 1981년 유럽평의

영국 법은 관습법(Common law)에 기반하고 있다. 영국은 통치기구 및 국민의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한 성문

회에서 채택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협약(CoE 108)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후 영국은 1984년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대헌장(Magna Carta: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입력에 굴복

(Data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초기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컴퓨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

하여 칙허한 63개조의 법), 권리청원(1628년), 권리장전(1689년) 등의 문서, 관습법, 의회의 제정법, 판례 등으로 구성

하는 경우 관할 기관인 개인정보보호등록부(Data Protection Registrar)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권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1066년 윌리엄 대왕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이래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법은 '신의 의

리 등에 대한 규정은 다소 미미했다.

사'이며 '국왕도 신의 법 아래에 있다'는 의식 하에 자연법적인 형태로 관습법이 발전되어 왔다.

이후 EU에서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이 제정되어 각 회원국이 해당 지침을 반영한 개인

영국 법은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례법을 중시하며 재판을 통해 확인된 관습법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 법제를 마련해야함에 따라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새롭게 제정하여 현 개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한 성문헌법은 없으나 1998년 인권법이 제정되어 유럽인권조약에 부합하는 인권이 보장

인정보보호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공공부문을 아우르는 일반법으로 1984년의 개인정보보

되어 있다. 민법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확립된 민법 체계가 없으며, 관습법에 의해 형성된 영국의 민법은 부정행위법,

호법보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장하여,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체계적 파일 시스템의 일부로서의 정보

계약법, 재산법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계도 모호하며, 모두 관습법을 따르는 법제도를 기반으로

까지 포함하여 수기 데이터도 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또한 8개의 정보보호 원칙, ①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Fairly and

구성되어 있다.

lawfully process), ② 제한된 목적 내 취급(Processed for limited purposes), ③ 목적 적합성(Adequate, relevant
and not excessive), ④ 정확성, 최신성(Accurate and up to date), ⑤ 보유기간 제한(Not kept for longer than is

EU 가입 후에는 EU 법의 우위성을 따라왔으나, EU 탈퇴 후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EU 탈퇴로 EU 법이 더

necessary), ⑥ 정보주체의 권리(Processed in line with your rights), ⑦ 안전성 확보(Secure), ⑧ 적절한 보호가

이상 영국 내에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 과정에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법(European Union

보장되지 않는 제3국으로의 정보 이전 제한(Not transferred to other countries without adequate protection)을

(Withdrawal) Act 2018)을 제정하여 EU 법령이 그대로 영국 국내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동법 제3조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에서는 영국에 직접 적용되어 오던 EU 법령(regulation)·결정(decision)·하위입법(tertiary legislation)의 경우, 영국
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그대로 영국의 국내법을 이룬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간인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폐지되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이를 대체하는 일반 개인정
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됨에 따라, 영국은 이에 발맞춰 GDPR을 수용하고 자
국에 맞게 보완한 개인정보보호법 2018(Data Protection Act 2018)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
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정보통신, 금융, 의료 등 소관 분야별 또는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공개 등 영역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다수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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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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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법

(1) 영국 일반 개인정보보호법(U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UK GDPR)
영국의 EU 탈퇴 이후, 2018년 5월부터 적용되어온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eneral Data Protection

영국은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에 해당하는 영국 일반 개인정보보호법(U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UK

Regulation, EU GDPR)을 모태로 브렉시트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을 가한 영국식 GDPR이다. EU 탈퇴 과정에서 EU

GDPR)과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을

GDPR과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변화한 법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유로, 영국은

필두로 필요에 따라 분야별, 영역별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고 있다.

2019년 2월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전자 커뮤니케이션 수정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수정을 가하여

영국

가. 개요

개인정보보호 법제 전반을 정비했다. 이에 UK GDPR로의 전환과 더불어 '회원국'을 '영국'으로 수정하는 등 국가법으
로의 변환이 이루어졌다.

[표 1]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
법률

공공/민
간

개인정보보호법

공공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ICO

(U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정보자유법

ICO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환경정보규정

ICO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
(Privacy and Electronic

통신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

보안
금융

의료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Regulations 2018)

분야별 각 소관기관

소비자 신용법

공정거래청

(Consumer Credit Act 2006)

(The Office of Fair Trading)

형사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경찰법
(Police Act 1997)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EU 탈퇴 이후 국내법으로 전환한
영국식 GDPR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환경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

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규정

건강기록접근법

비고

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정보

정보

소관 기관

The Family Practitioner
Committee

정보통신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심 원칙,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EU 탈퇴 이전 적용되어온 EU GDPR을 기반으로 영국 환경에 맞춰 일부 변경 사항
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의 EU GDPR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단지 일부 조문이나 단어를 대체, 추가, 제
거하는 등 최소한의 변경만을 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더불어 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이루는 큰 축 중 하나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DPA)
개인정보보호법은 1984년 최초로 제정되어 1998년 1차 개정, 2018년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2018
은 EU GDPR을 보완하고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맞추어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하였다. 또한 EU 법 집행 지침
(Law Enforcement Directive, LED)을 이행하고 법 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등 GDPR의 적용
범위가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한다.
2018년 5월 25일 발효되어 현재까지 주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후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2019
년 2월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전자 커뮤니케이션 수정법에 기반하여 한 차례 더 수정을 거쳤다. 주요 수정 내용에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규정
신용정보 분야 개인정보보호 규정

는 기존 GDPR의 UK GDPR로의 전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UK GDPR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UK GDPR이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재량에 따라 확대 규정을 허용하는 등 UK GDPR 체제를 보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총7장, 215개 조항 및 2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문은 법규 개요와 주요 용어를 정
의하며, 제2장 일반 처리(General processing) 부분은 UK GDPR의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다룬 2절을 포함하고 있

건강, 의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국가범죄정보원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UK GDPR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법 집행기관 및 정보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국 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핵

형사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다. 2절의 주요 변동 내용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부분으로, 적정성 규정에 근거한 이전, 검토, 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 등이 추가되었다(제17조A, B, C). 그 외 관할당국의 법 집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제3장), 자동화된 결정 도구 등
지능형 서비스(Intelligence services)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제4장), 개인정보 감독기구 ICO의 역할(제5장), 법 집행
절차(제6장), 부가 조항(제7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영국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외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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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주체의 권리

04

나. 개인정보 정의

(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3조). '식별 가능한 살아있는 자연인'은 ① 이름, 식별번호, 위치 데이터 또는 온라인 식

UK GDPR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관할당국의 법 집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중 3절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Rights

별자 등의 식별자, ② 개인의 신체적, 생리학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 중 하나 이상의 정

of the data subject)를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 주체에 대한 컨트롤러의 정보 제공 의무(제44조) 및 데이터 주체의 접

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또한 '데이터 주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신원이

근권(제45조)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영국

개인정보(Personal data)는 '신원이 확인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된다(UK GDPR 제4

확인되거나 식별 가능한 살아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2) 접근권
UK GDPR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처리'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는데, 단순한 보관,

접근권은 데이터 주체가 자신이 관여된 개인정보 처리의 유무를 확인하고, 처리가 행해질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더불

호스팅, 참조(consultation), 삭제, 파기 등을 포함하며 개인정보에 대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UK GDPR

어 '처리 목적 및 법적 근거'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UK GDPR 제15조에 따르면, 데이터 주체는 컨트롤러

에서는 개인정보(인종, 종교, 성생활, 건강, 유전학, 생체인식 관련 정보 포함) 및 범죄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사본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제한적인 규칙을 제공한다(제10조).
UK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컨트롤러는 의사결정자로, '개인정

정보의 처리 여부에 대한 설명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처리 관련 정보는 해당 정보의 처

보 처리에 대한 목적과 수단을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83조). 프로세서는

리 목적 및 법적 근거, 관련 개인정보의 범주, 개인정보의 수령인 또는 수령인 범주(제3국 또는 국제기구 포함), 개인정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컨트롤러 대신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이전 법률과 대조적으로 GDPR에서는 프로세서에 부과

보 저장 기간 및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이다. 또한 데이터 주체의 권리(정정권, 삭제권 및 커미셔너에게 불만을 제기

되는 의무는 적지만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모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권리와 커미셔너 연락처 세부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컨트롤러는 데이터 주체가 요
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권력(public authority)'과 '공공기관(public body)'도 UK GDPR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00
년 제정된 정보자유법에 사용된 '공권력'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 제정

한편, 컨트롤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약할 수 있는데, 이는 ① 공식 또는 법적 조사

에 의해 처리 목적과 수단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법 제정에 의해 데이터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사람이 컨트롤러임을

및 조사 절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 ② 범죄 예방, 탐지, 조사 또는 기소나 형사 처벌 집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명확히 하고 있다.

목적, ③ 공익의 안전 보장, ④ 국가 안전 보장, ⑤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컨트롤러는 데이
터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될 경우, 정보 제공이 제한되었다는 사실과 제한 사유 및 데
이터 주체의 권리(커미셔너에게 요청할 권리 및 제167조에 따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 포함)를 지

다. 적용 범위

체 없이 서면으로 데이터 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45조에 언급된 데이터 주체에 대한 컨트롤러의 의무는 제44조에 명시
된 컨트롤러의 일반적 의무와 동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민간 모두 해당된다. UK GDPR의 적용은 주로 영국에 조직이 설립되어 있는지
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영국에 설립된 조직이 아닐지라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해 영국

(3) 정정권

에 있는 데이터 주체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영국 내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UK GDPR

UK GDPR 제16조에 따르면, 데이터 주체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완성할 것을 요

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6조에도 정정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데이터 주체가 요청할 경우 컨트롤러가 데이
터 주체와 관련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불완전하여 오류가 있을 경

한편, 유럽에서 영업하거나, 유럽에 있는 개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럽에서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우, 데이터 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 컨트롤러는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 한편, 컨트롤러가 제4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

경우, UK GDPR과 EU GDRP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EU GDPR은 유럽 감독당국에 의해 별도로 규제된다. 2021년

정해야 하지만 증거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지해야할 경우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대신 처리를 제한해야 한다.

1월 1일 이전에 수집된 해외 정보(일명 legacy data)를 보유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EU GDPR의 적
용을 받는다. 단기적으로 EU GDPR과 UK GDPR 사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삭제권
UK GDPR 제17조에 따르면, 데이터 주체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제4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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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권을 명시하고 있다.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가 제35조, 제36조 1~3항, 제37조, 제38조 1항, 제39조 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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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제41조, 제42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주로 ① 수
집 목적의 적법성·공정성, ② 수집 목적의 한정성, ③ 목적의 타당성, ④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확보, ⑤ 보유 권한 한정,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모든 의무는 EU GDPR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UK GDPR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
지되고 있다.

영국

⑥ 정보보호 확보 등 정보 처리에 관한 보호 원칙에 저촉될 경우에 해당된다.
(5) 처리제한권
UK GDPR 제18조에 따르면, 데이터 주체는 다음의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권리를 갖는다. 데이터

(1) 컨트롤러의 의무

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처리가 불법인 경우, 데이터 주체의 법적 청구를 위해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3절 제44조 컨트롤러의 일반적 의무는 제45조의 접근권과 제공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제44조

경우, 컨트롤러의 정당한 처리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삭제권을 언급한 제

는 컨트롤러 입장에서 기술, 제45조는 정보주체 입장에서 기술). 이에 따라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컨트롤러의 신원과

47조에서 처리제한권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제47조에 따르면,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지만 증거를 위해

연락처 세부 정보,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더불어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요

개인정보를 유지해야 할 경우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처리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주체가 개인정

청할 수 있는 권한의 존재(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및 커미셔너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와 커미셔너 연

보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나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컨트롤러는 데이터 처리를 제한해야 한다. 아울

락처 세부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 제공하는 사항은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에 대

러 데이터 주체는 컨트롤러에게 개인정보 삭제 또는 처리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설명,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기간 및 기간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의 수령자 범주 정보 등을 제

(6) 데이터 이동권

한 것처럼 ① 공식 또는 법적 조사 및 조사 절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 ② 범죄 예방, 탐지, 조사 또는 기소나 형사

UK GDPR 제20조에 따르면, 데이터 주체가 처리에 동의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주체

처벌 집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 ③ 공익의 안전 보장, ④ 국가 안전 보장, ⑤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에 해당

는 다른 컨트롤러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형식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경우이다.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될 경우, 컨트롤러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정
보주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7) 이의신청권

이유를 기록하고, 커미셔너가 요청할 경우 해당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UK GDPR 제21조에 따르면, 데이터 주체는 컨트롤러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합법성 및 공정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에
따라 데이터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컨트롤러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저해하는 처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4절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명시된 컨트롤러의 의무를 보면,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가 4절의 요

정당한 근거를 입증할 때까지 데이터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주체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

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구현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검토하

할 권리가 있다.

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해야 한다. 컨트롤러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에는 적절한 정보보호 정책이 포
함되어야 한다.

(8)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UK GDPR 제22조에 따르면, 자동의사결정(프로파일링 포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에 따라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모든 처리에 적용되는 일련의 핵심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에 필요한 사항, 영국 법이 승인한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영국 법에 승인된 자동의사결정에

개인정보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① 법에 기반하여 공정·투명하게 처리한다(합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대한 추가 안전장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7항은 국무장관이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

원칙), ② 명확하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으로 수집되며, 이러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가 처리되지 않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추가 조항을 만들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는다(목적 제한 원칙), ③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정보 최소화 원칙), ④ 정확한 정보의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정확성 원칙), ⑤ 데이터가 처리되는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주체의 식별을 허용하는 형식으

(9) 정보사회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동의

로 보관한다(보관 제한 원칙), ⑥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UK GDPR 제8조 제1항은 정보사회(주로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스스로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를 13세 이상

처리된다(보안 유지 원칙), ⑦ 컨트롤러는 상기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책임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목적에 대한 동의 연령을 13세로 두고 있다.

책임성은 UK GDPR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조직은 UK GDPR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어떤 결정이 내려진지 수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준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 보관, 감사 및 적절한 거버넌스
는 책임 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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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조직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여 다수의 컨트롤러가 동일인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는

한편, 프로세서의 의무와 관련하여, 컨트롤러에게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가 가능한 프로세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커미셔너에게 전달한다. 제71조에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가 규정

규정하고 있으며, 4절의 요구사항 충족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언급하고 있다. 프로세서의 처리는 컨트롤러와 프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 조직 내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감독기관인 ICO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

로세서 사이의 서면 계약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컨트롤러의 지시에 의해서만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는 점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비밀 유지 의무, 서비스 종료 시 개인정보 삭제 및 반환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른 프로세서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른 프로세서의 추가 또

04

(2) 프로세서의 의무

바. 개인정보 역외 이전

는 교체와 관련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컨트롤러에 알리고, 변경사항에 대해 컨트롤러가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통해 컨트롤러의 의무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영국 이외의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UK GDPR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만 허용된다(UK GDPR 제44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제3장 5절에서 개인정보 역외 이전(Transfers of

(3) 컨트롤러 수수료 부과 제도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etc)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보호 수수료(Data Protection Fee)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 (요금 및 정보) 규정 2018(Data Protection
(Charges and Information) Regulations 2018)에 따라 컨트롤러에게 수수료 부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컨트

영국 정부는 UK GDPR에 따라 제3국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제45조). 이 권한은 EU GDPR에 따라

롤러는 개인정보보호 수수료를 면제받지 않는 한 매년 ICO에 이를 지불해야 한다.

EC에 부여된 권한과 동등하며, 제3국이 적정 수준의 정보보호를 제공할 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자유롭게 전송될 수

영국 정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수수료 체계를 설정했다. 부

다(일부 예외), 스위스, 패로 제도, 건지, 이스라엘, 맨섬, 저지, 우루과이, 뉴질랜드이다. 아울러 EU 및 EEA(European

과 금액은 직원 수와 연간 이직률 외에 컨트롤러의 형태(공공기관, 자선단체, 또는 소액 직업 연금 제도 가입 여부)에 따

Economic Area) 회원국 또한 개인정보 역외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영국은 적정성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2024년

라 달라진다. 모든 컨트롤러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제 혜택이 있다. 대기업의 최대 수수료는 2,900

말까지 재평가할 계획이다.

파운드(약 469만원)이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확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컨트롤러에 대한 최
대 과징금은 4,350 파운드(약 704만원)이다.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의해 적절한 안전장치가 제공될 경우, 또한 데이터 주체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 주체 권리 적용
및 법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3국으로의 이전도 허용된다(제46조). 적절한 안전장치 목록에는 구속력 있

(4)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는 기업 규칙과 데이터 주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가 포함된 표준 계

UK GDPR에 따라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①

약 조항이 포함된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② 주 활동이 성격, 범위, 목적상 대규모 정보주체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
시가 필요한 처리 작업으로 구성될 경우, ③ 주 활동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것일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칙 21에서, UK GDPR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계약 조항은 영국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를 임명해야 한다.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정부가 제정하는 조항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UK GDPR 제49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3

대한 원활한 접근이 가능할 경우 법적 책임을 가진 단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조직의 경

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상황별 평가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었을 경우, ② 계약의 이행

우 단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는 사전 계약 조항의 이행을 위해 이전이 필요할 경우, ③ 컨트롤러와 다른 자연인 또는 법률가 사이에 정보주체의 이
익으로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전이 필요할 경우,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이유로 이전이 필요할 경우,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자신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업체에 아웃소싱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관행에 대

법적 청구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이전이 필요할 경우, ⑥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중요한 이

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제37조 5항, 6항). UK GDPR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

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제3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UK GDPR 및 기타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공고하고 조언하며, 책임 이행,
인식 제고, 인력 양성을 포함한 조직의 내부 정책 및 법률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

영국 이외의 국가의 법원, 재판소 또는 행정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이전(제48조) 요청은 제3국과 영국 사이에 발효 중인

등에 대해 커미셔너와 협력 및 협의한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국제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같은 국제 협약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거나 시행 가능하다. 이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전 요청에 응할 경우 UK GDPR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4절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중 제69조~제71조에서도 정보보호책임자의 정의와 업무를 명시하고

한편, 영국의 EU 탈퇴로 이제 영국은 EU GDPR 제5장의 목적상 제3국에 해당된다. 이에 2020년 12월 24일 EU와 영

있다. 컨트롤러가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아닌 한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 시 전문적 자질과 능력이

국이 체결한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은 개인정보에 관한 향후 관계를 포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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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개인정보를 EU에서 영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합

의 명령 위반 시 적용된다. ICO는 각각의 경우에 부과된 제재가 효과적이고 균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제83조 1항).

04

법화하고 있다. 무역협력협정과 함께 발표된 EU-영국 공동선언(EU-UK Joint Declaration)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영
(3) 배상청구권

내려짐에 따라, EU에서 영국으로 개인정보 이전이 허가되고, EU 법에서 보장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혜택을 받을

UK GDPR은 개인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해 개인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

수 있게 되었다. 적정성 기간은 4년으로 제한하여 향후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고 있다. UK GDPR 위반으로 인해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피해를 입은 자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로부터 보상을 받

영국

국에 유리한 적정성 결정을 내리겠다는 EU의 약속이 포함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21일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을 권리가 있다(제82조 1항). 비물질적인 피해가 포함된 것은 개인이 금전적 손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통에 대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주체는 소비자 보호기구에 권한을 행사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청구

사. 집행

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제80조), 개인도 ICO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제77조). 개인 및 컨트롤러, 프로세서를 포함
한 모든 자연인과 법조인은 관련 ICO의 결정에 대해 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 법적 구제권을 갖는다(제78조).

(1) 조사 및 시정 권한

데이터 주체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대한 법적 구제권을 갖는다(제79조).

UK GDPR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컨트롤러가 ICO 및 침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하는 일반적
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고 또는 불법적인 파괴, 분실, 변경, 무단 공개, 전송,
저장 또는 기타 처리된 개인정보 접근으로 이어지는 보안 위반'으로 정의된다(제4조). 컨트롤러는 ICO에 지체 없이 위

4. 기타 관련 법령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제34조). 프로세서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컨
트롤러에게 통보해야 한다(제33조 2항).

영국은 UK GDPR 및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필요에 따라 분야별, 영역별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하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CO에 대한 통지는 가능한 경우 관련 개인과 기록의 범주,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기타 담당자 이름, 위반 결

Information Act 2000),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 규정(Privacy and Electronic

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제33조). 또한 컨트롤러는 모든 데이터 위반에 대한 기록(제33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 환경정보 규정(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등이 대표

조 5항)을 보관하고, 해당 기록에 대한 ICO의 감사를 허용해야 한다. 영국 내 위반은 ICO의 전용 위반 헬프라인(0303

적이며, 2018년에는 정보보안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규정(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Regulations

123 1113)에 보고할 수 있다. 서면 통지를 선호하는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2018)이 제정되었다. 그 밖에 분야별로 신용정보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소비자 신용법(Consumer Credit
Act 2006), 의료·보건 분야의 건강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규정하는 건강기록접근법(Access to Health Records Act

ICO는 현장 감사를 수행할 권한, 교정 조치 수행에 대한 공개 경고, 질책 및 명령 권한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조사 및 시

1990), 형사기록 상의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경찰법(Police Act 1997)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 권한(제58조)을 갖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UK GDPR 제58조에 따라 ICO의 구체적인 시행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데 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ICO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② ICO가 법 준수 관련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야 한다는 점과, ③ ICO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자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④ 과징금을

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FOIA)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ICO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직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모범 사례를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15에 따르면 ICO

정보자유법은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영국의 경우 비밀주의적 문화 영향

는 사업장 내 진입 및 감사 권한을 가지며, 사법 영장에 따라 ICO는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늦은 2000년에 입법화되었으며, 실제 시행된 것은 2005년부터이다.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수행 활동

(2) 과징금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일반 대중은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UK GDPR은 감독 당국이 최대 1,750만 파운드(약 283억 1,762만원) 혹은 그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
하고 있다. 870만 파운드(약 140억 7,79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전년도 세계 매출의 2%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

해당 기관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뿐만 아니라 정책, 절차, 회의록, 연차보고서 등과 같은 일상 업무에 관한 정

금(제83조 4항)은 ①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통지 의무를 포함한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위반, ② 인증기관의 의

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도의 법규를 제정한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지역의 공공기관이 보

무 위반, ③ 감시기관의 의무 위반 시 적용된다. 최대 1,750만 파운드의 과징금 또는 전년도 세계 매출의 4% 중 더 높

유한 정보에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지방 관청, 공공 의료기관과 주립 학교 및 경찰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

은 금액의 과징금(제83조 5항)은 ① 동의 조건을 포함한 처리를 위한 기본 원칙 위반, ② 데이터 주체의 권리 위반, ③

드시 공공자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보조금을 받는 자선단체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

국제 이전 제한 위반, ④ 직원 데이터 처리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 국내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위반, ⑤ 감독 기관

간기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법 기능을 가진 기관이나 치과, 건강요양원, 일부 방송국 등은 공공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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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부 정보에 한하여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정보자유법의 부속서를 통해 적용 대상 기관의 명칭 또는 유형을 명시
보는 인쇄된 문서, 컴퓨터 파일, 편지, 이메일, 사진 및 소리, 영상 등이 포함되지만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주체의 개인

나.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 2003, PECR)

중요 서비스 운영자
(Operators of essential services)

경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기반시설(수도, 교통, 에너지)과 그밖에 건강,
디지털기반시설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Digital service providers)

특정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로, 본사가 영국에 위치(또는 영국 대표자를 임명)한 경우. 단 소규
모 사업자는 제외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은 EU의 개인정보 및 전자통신 지침(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에서 NIS 규정 이행에 대

2002, e-Privacy Directive)에 따라 2003년 제정된 규범으로 UK GDPR을 보완하여 전자통신에 대한 구체적인 프라

한 감독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법 집행은 각 분야별 정부부처 또는 소관기관이 수행한다. 예를 들어, 건

이버시 권리를 규정한다. 따라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마케팅이나 쿠키 등 이용 정보를 추적하는 경우, 공공 전자통신 서

강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통신 분야는 통신위원회(Ofcom)가 관할하며, 디지털

비스의 보안 영역이나 통신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규율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가 관할한다.

영국

정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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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IS 규정 적용 대상

하고 있으며, 법 제5조에서 국무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개 대상 정

거나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쿠키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등의 경우에도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라. 건강기록접근법(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AHRA)

반드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아도,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다수 있으며, 식별되지 않은 개인
에 대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건강기록에 접근하는 권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1990년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에 따라 개인은 해당 개인을 치료한 의료
기관이 보유한 의료기록에 접근하거나 개인의 전담의(General Practitioner, GP)가 작성한 요약 관리기록(Summary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은 2003년 제정 이후 2018년까지 총5회의 개정 작업을 거쳤는데 최근 개정 내용으로는 긴

Care Record, SCR)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급 경고 문자 허용 및 마케팅 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2015년), 마케팅 전화에 대한 발신자 번호 표시 의무
화(2016년), 그리고 연금 등 기타 소비자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청구 관리 서비스(claims management services)에
콜드 콜링(cold-calling, 임의의 수신자에게 전화하는 것) 금지(2018년) 등 마케팅을 위한 연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
였다.

다.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규정(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Regulations 2018,
NIS Regulations)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요 국가 시설과 핵심 서비스를 보호할 목적으로 EU 회원국 간 공동 대응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

Ⅱ. 행정체계
1. 개요

해 2016년 EU는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지침 2016(The Network Information Systems Directive 2016, NISD)을
제정하였고, 영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NIS 규정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NIS 규정은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독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으로

중요 시설을 운영하거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적용되며 최신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자유법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ICO는 1984년 개인정보보호법 신설과 함께 정보등록관(Data

준을 제시한다.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EU GDPR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정합성을 맞추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Registrar)으로 출발하여 1998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법

는 GDPR에 따라,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해서는 NIS 규정에 따라 규율하지만, 개인정보와 네트워크 보안을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0년 기관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er)로 바뀌었다. 이후

동시에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용에 있어 이중 규제 위험(double jeopardy)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정보자유법이 신설되어 위원회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가 더해지면서 이 법이 시행되던 2001년에

이 규정이 사이버보안 증진에 중점이 있기는 하나 사이버가 아닌 원인(자연재해, 정전 등)에 의한 침해사고도 포함하므

지금의 명칭인 ICO로 바뀌었다.

로 이 규정을 사이버 보안법이라고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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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공공 전자통신 네트워크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도 전화, 이메일, 문자 또는 팩스를 통해 마케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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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엘리자베스 덴험을 잇는 존 에드워즈 커미셔너는 약 20년 동안 정보법 전문 변호사로

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수장인 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를 중심으로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

활동해왔으며, 2014년부터 뉴질랜드의 Privacy Commissioner 직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ICDPPC

구성원이 각각 ▲규제 ▲운영 및 전략기획 ▲규제 전략 서비스 ▲규제 혁신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한다. 2020년 기준 직

의장을 역임했다.
ICO의 관리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커미셔너 이하 구성원 4인(부대표(Deputy Chief Executive Officer) 1인

[표 3] ICO 본사 및 지역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Wycliffe House, Water Lane, Wilmslow Cheshire, SK9 5AF
0303 123 1113

팩스

01625 524510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북아일랜드
사무소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전화번호

이메일

웨일스 사무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성장과 법정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Scotland

영국의 EU 탈퇴 이후, ICO는 더 이상 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내에서 영향력
을 가질 수 없고, 회원국이 아니기에 EU GDPR 체제 하에서 주요 감독기관으로 지명될 수 없다. UK GDPR은 영국이
EU의 협력 및 일관성 메커니즘에 속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EU GDPR 제7장(협력 및 일관성) 항목을 생략함으로써 이
를 반영하고 있다.

Queen Elizabeth House Sibbald Walk, Edinburgh, EH8 8FT
0303 123 1115

[표 4] ICO 조직도

Scotland@ico.org.uk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스코틀랜드
사무소

및 부위원 (Deputy Commissioner) 3인)이 커미셔너의 역할을 보조한다. 관리위원회 운영의 주요 목적은 위원회의

연락처
주소

본사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Wales
2nd Floor, Churchill House, Churchill Way, Cardiff, CF10 2HH

커미셔너

0330 414 6421
wales@ico.org.uk

규제담당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Northern Ireland

(부위원장)

3rd Floor, 14 Cromac Place, Belfast, BT7 2JB

규제 전략 서비스

0303 123 1114

(부위원장 겸 전무이사)

ni@ico.org.uk

규제혁신

(전무이사)

ICO를 총괄하는 커미셔너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운영 및
전략기획담당
(부대표)

법률고문

전략 혁신
(전무이사)

DCMS) 장관의 제청으로 영국 왕실이 임명 하고, 왕실로부터 임명된 커미셔너가 위원회의 인사권을 행사하므로 ICO
는 인사 측면에서도 타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행에 있어서도 커미셔너가 ICO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서
해당 권한을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띄고 있어, 집행에 있어서도 외부
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역할 및 권한
ICO는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등 크게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2016년 7월부터 커미셔너직을 맡아온 엘리자베스 덴험(Elizabeth Denham)이 2021년 11월 30일 임기를 마치고,

ICO에서 관할하는 주요 법령은 영국 일반 개인정보보호법(U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

차기 커미셔너로 존 에드워즈(John Edwards)가 임명되었다. 전 커미셔너 엘리자베스 덴험은 디지털 경제 환경 및

호법(Data Protection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Privacy and

GDPR 시행, 브렉시트 결정 등 프라이버시 정책 관련하여 큰 변화와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임하여 국내외적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환경정보 규정(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공간정보

으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8년 10월에는 120개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총회

규정(INSPIRE Regulations), 전자 신원확인 및 인증 서비스 규정(eIDAS Regulation),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 규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DPPC)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바

정(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네트워크·정보시스템 규정(NIS Regulations), 수사권법

있으며, ICDPPC는 2019년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체(Global Privacy Assembly, GPA)로 명칭을 변경하

(Investigatory Powers Act) 등 총 10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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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 수는 약 7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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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영국 체셔 주 윔슬로우 시에 위치한 본사 사무소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3개의 지역사무소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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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U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브
렉시트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을 가한 영국식 GDPR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INSPIRE Regulations)
전자 신원확인 및 인증 서비스 규정
(eIDAS Regulation)

UK GDPR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영국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보완하여 전자통신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권한을 규율하는
규정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환경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

●

아래의

규모에 따라 연회비 형식으로 납부

수수료 미납 시 제재

●

Tier

1(소규모 조직) : 회계 연도 매출액이 63만 2,000 파운드(약 10억 2,267만원) 이하이거나
직원 수가 10인 이하일 경우 40 파운드(약 6만 5,000원)
Tier

2(중소기업) : 회계 연도 매출액이 3,600만 파운드(582억 5,340만원) 이하이거나 직원 수
가 250인 이하일 경우 60 파운드(약 10만원)

●

Tier

3(대기업) : Tier 1 또는 Tier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900 파운드(약 469만원)

●

최대

4,350파운드(약 704만원)의 벌금 부과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감독기구들의 역할과 권한
50만 파운드의 과징금 부과 및 감사 권한이 부여되며 효과적인 법 집행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1998년의 법 개정
을 거쳐 GDPR 제정에 맞춰 개정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은 ICO의 법 집행 권한에 한층 힘을 실어 조사 권한이 강화

공간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조직
이나 개인에 특정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되고, 과징금은 최대 1,750만 파운드(약 283억 1,762만원) 또는 전년도 세계 매출의 4%로 상향되었다.

전자 신원확인 서비스와 신탁 서비스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개인, 기업 및 공공 행정
을 위한 온라인 거래의 진행을 보장하는 규정
공공기관의 공공부문의 정보 재사용을 독려하고 권장하는 규정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규정

주요 기반 서비스 운영자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규정

(Investigatory Powers Act)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국의 모든 조직(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

도 커지고 있다. ICO 또한 2010년까지 법규 위반 기관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능이 없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최고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수사권법

수수료 납부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 규정

(NIS Regulations)

●

[표 7] ICO 주요 기능
구분
법 제도 및 정책 개발

영국 정보기관 및 경찰 등에 전자적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

●

개
 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조사

●

법
 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

컨
 트롤러의 데이터 보호 수수료 납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등록된 컨트롤러 관리

●

미
 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

분
 야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가 진단 툴킷,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등 자료 개발

●

자
 문 방문(advisory visit), 평가 서비스 등 컨설팅 지원

●

기
 업,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개최, 동영상·핸드북 등 홍보자료 개발

●

불
 법 스팸 등 개인정보 침해 민원 접수 및 상담, 처리

●

개
 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 접수 및 사고 대응

컨트롤러 등록 및 관리

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 및 규율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98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래 전반적인 개인

인식 제고

을 제정·공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외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 등 연락처, 정보처리목
적,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 등 정보처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민원 접수 기록 및 관리도 담당한다. 개인정보

개
 인정보보호법 제정·개정 지원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규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실행 규칙
(code of practice) 또는 지침서(guide) 등 개발

및 법 집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IC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요구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무규약(Code of Practice)이나 가이드라인 등

●

법규 준수 감독

컨트롤러의 법규 준수
지원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0년 정보자유법(FOIA)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

민원 처리
국제 협력

●

개
 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영국 대표 기관으로 참가 및 개인정보보호 표준
지침서 개발 등에 대응

보호 관련 법률 위반, 불만민원 및 고충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을 부
과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ICO 운영 예산은 정보자유법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로부터 지원받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각 기업 및 조직이 연간 납부하는 데이터 보호 수수료(Data Protection
Fee)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2020년 기준 수수료 수입은 5,320만 5,000 파운드(약 860억 9,36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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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규정

수수료 납부 주체

세부 내용

●

환경정보 규정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구분

영국

영국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표 6] ICO가 징수하는 데이터 보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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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ICO가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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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3,317건), 건강(2,942건), 토지 및 재산 서비스(2,426건), 지방 정부(2,2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2020년 개인정보 관련 불만 발생 부문
금융, 보험 및 신용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ICO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ICO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을 취
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처리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적절히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ICO가 민원에 대해 적

온라인 기술 및 통신

3,317

건강

2,492

토지 및 재산 서비스

은 정보법원(tribunal)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정보법원은 ICO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교통 및 레저

1,927

민원인에게 지정하는 기간 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통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중 ICO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

소매 및 제조

1,923

중앙 정부

ICO는 민원 접수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 접수 확인 연락 후, 1차적으로 민원 발생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관리자가 민원 접수 후 30일 내에 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2,426

지방 정부

2,278

1,436

공평성

1,356

교육 및 육아

1,230

법률

986

유틸리티

745

자선 및 자원봉사

462

협회

374

ICO 홈페이지(ico.org.uk/concerns)를 통해 라이브 채팅 또는 전화 0303 123 1113(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미디어

283

지 공휴일 제외 운영)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는 마케팅 전화 및 메시지, 공공정보 접근 및 재사용 문제 발

정치

258

규제 기관

244

생, 조직의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및 우려 발생, 인터넷 검색 업체에게 개인정보 관련 링크를 제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사회 복지

198

당한 경우, 웹사이트 쿠키 사용 관련 신고, EU-미국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데이터 전

종교

93

기타

47

송 및 처리 관련 신고(2020년 7월 16일 이전 발생한 건에 한정), ICO에 대한 불만 접수 등 항목별로 안내 정보가 제공되

마케팅

143

고 있으며, 항목별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해당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불만 건수가 4,853건으로 이 중 4,000건이 처리 완료되었다. 이와 관련한
그럼에도 민원인이 해결과정이나 불만처리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 및 건강 서비스 옴부즈맨(Parliamentary

법정 결정 통지서 발행 건수는 1,062건이다.

and Health Service)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https://www.ombudsman.org.uk, 0345 015 4033).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끼친 컨트롤러 등에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9,532건, 처리 완료 건은 9,303건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도의 11,854건에 비

다. 이때 피해는 물질적,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등 비물질적인 피해를 포함한다.

해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조직에서도 ICO가 요구하는 추가 조치 없이도 사전 조치를 취
하거나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CO는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행을

기업 및 조직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 사례 안내 및 조직 내 자가 진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개선하고 유사한 위반 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언과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있다. 개인정보침해 관련 우려 및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위반 신고 양식(Personal data breach reporting form)을 다
운로드 받아 온라인 신고 또는 전화로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정보 접근 관련해서는 GDPR과 접근권 공지 홍보 등으로 인해 ICO에 대한 정보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ICO에 접수된 정보 접근 관련 요청은 2,099건으로, 이 중 약 85%가 처리 완료되었다. ICO에 접수된 사안 중 54%는

2. 처리 실적

정보의 자유 관련 요청, 37%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요청, 10%는 그 외의 법률 관련 요청이다.
한편, 2020년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피해구제 업무를 위해 이메일, 전화, 라이브 채팅 등

2021년 7월 발표된 ICO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 관련 불만 접수 건은 36,607건이 접수(2019년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대응을 실시했다. 헬프라인을 통한 전화 상담은 319,377건, 라이브 채팅은 75,000건 이상, 서

38,514건 대비 소폭 감소)되었으며, 이 중 31,055건의 처리를 완료했다.

면 상담은 11,000건 이상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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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3,943

일반 비즈니스

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원인

원에 대해 ICO는 원활한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해 관련 사안이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영국

1. 개요

부문 별로 보면,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부문은 금융·보험 및 신용(4,847건), 일반 비즈니스(3,943건), 온라인 기술 및 통

04

Ⅲ. 피해구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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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ases
ICO는 다이렉트 마케팅 관련 법 위반으로 2021년 1월~9월까지 총 17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으며, 벌금 총액은 170
만 파운드(약 27억 5,085만원)에 달한다. ICO는 관할 권한에 속하는 2003년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에 따라 소

가. 개요

영국

1. We Buy Any Car, Saga, Sports Direct의 불법 다이렉트 마케팅 사례

04

라. 시사점

비자를 귀찮게 하는 불법 마케팅에 대해 최대 50만 파운드(약 8억 90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1년 시행
된 ICO의 과징금 부과 조치의 상당수가 다이렉트 마케팅 관련 법 위반에 속한다. 고객들의 불만 접수로 조사가 시작되

2021년 9월 ICO는 스팸 메시지, 이메일 등 불법 다이렉트 마케팅과 관련해 영국 자동차 구매 서비스 업체인 We Buy

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마케팅 진행 이전에 위반 여부 검토와 기업 마케팅 모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Any Car, 보험 업체인 Saga Services Ltd와 Saga Personal Finance, 스포츠용품 소매업체인 Sports Direct 등 3개
기업에 총 49만 5,000 파운드(약 8억 9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나. ICO의 주장
We Buy Any Car는 취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ICO는 평가 요청
후 발송된 최초의 이메일은 법률 상 위법이 아니나, 동사의 서비스를 홍보한 후속 이메일은 마케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의 없이 발송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We Buy Any Car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1
억 9,100만 건 이상의 불법 이메일 전송 및 360만 통의 스팸 문자 전송으로 20만 파운드(약 3억 2,363만원)의 벌금
이 부과되었다.
보험업체인 Saga Services Ltd와 Saga Personal Finance는 파트너 기업과 자회사를 통해 이메일을 발송했다. 양사
는 이메일 및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록을 사용했다. Saga Services Ltd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1억 2,800만 건 이상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Saga Personal Finance는 동 기간 2,800만 건 이상을 발송
했다. 이에 따라 Saga Services Ltd에는 15만 파운드(약 2억 4,272만원), Saga Personal Finance에는 7만 5,000
파운드(약 1억 2,13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양사 모두 30일 이내에 불법 다이렉트 마케팅을 중단하거나 법
적 조치를 받도록 시행 통지(Enforcement Notices)가 발행되었다.
Sports Direct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한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캠페인
의 일환으로 250만 건의 이메일을 보냈다. ICO는 수신자 동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어 불법으로 판단하고, 7만 파운드(
약 1억 1,32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 기업들의 주장
해당 기업들은 고객들의 간접 동의에 의거한 이메일 또는 문자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법상 이러한 형태의 동의는 적절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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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 개요

3. Marriott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

04

2. American Express Services Europe Limited(AMEX) 불법 마케팅 이메일 사례

가. 개요

2021년 5월 ICO는 American Express Services Europe Limited(AMEX)가 마케팅 이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는 고

2020년 10월 ICO는 수백 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Marriott International Inc

객들을 대상으로 400만 건 이상의 불법 이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9만 파운드(약 1억 4,563만원)의 벌금을 부과

에 1,840만 파운드(약 297억 7,39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했다.
동 사건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arriott는 2014년 발생한 Starwood Hotels and Resorts
Worldwide Inc.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3억 3,900만 건의 투숙객 기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

나. ICO의 주장

하고 있다. 공격자가 불분명한 이 사이버 공격은 2018년 9월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사이 Marriott는 Starwood
Hotels and Resorts Worldwide Inc.를 인수했으며, 인수 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었다.

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이메일은 온라인 쇼핑 이용 시 AMEX 카드 사용 혜택 및 AMEX 앱 다운로드 추천 등을 포함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암호화되지 않은 여권번호,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중 ICO는 AMEX가 고객들에게 5,000만 건 이상의 이메일을 전송했다는 것을 발

출입국 정보, 투숙객 VIP 여부 및 로열티 프로그램 멤버십 번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투숙객에 대한 기록이 여러

견했다. ICO는 그 중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약 12개월 동안 409만 8,841건이 마케팅 수신 동

건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인원은 불분명하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거주자 관련 기록

의가 없는 고객들에게 보낸 마케팅 이메일로, AMEX 카드 구매를 유도하여 동사가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3,100만 건, 영국인 관련 기록이 7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을 밝혀냈고, 이는 동사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AMEX는 고객 불만에 대응해 마케팅
모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 ICO의 주장
다. AMEX의 주장

ICO 조사 결과, Marriott가 Starwood Hotels and Resorts Worldwide Inc. 인수 후 충분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
으며, 자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AMEX는 해당 이메일이 마케팅이 아닌 자사의 이메일 서비스이며, 고객들과의 신용 협정을 위한 요구 사항에 포함되
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객 불만 처리를 거부했다.

ICO는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사이버 공격을 추적했으나, 관련 처벌은 GDPR에 따른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2018
년 5월 25일부터 위반이 적용된다. 이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ICO는 GDPR 산하 감독 책임
자로서 EU를 대신하여 이를 조사했다. 처벌과 조치는 GDPR 협력 과정을 통해 EU의 다른 개인정보보호기관에 의해

라. 시사점

승인되었다.

ICO는 지침서를 통해 마케팅과 이메일 서비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2003년의 프라이버시 전자통

2019년 7월 ICO는 Marriott에 9,900만 파운드(약 1,601억 9,68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의향서를 발표했다.

신 규정 제22조는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ICO는 해당 이

이후 1년여가 지난 뒤 ICO는 해당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020년 10월 30일 최종적으로 과징금 통지를 발행했

메일이 분명히 마케팅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메일 서비스의 일부라는 AMEX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

다. 이에 따라 최종 벌금액은 1,840만 파운드(약 297억 7,396만원)로 결정되었다. 규제 절차의 일환으로 ICO는 최종

다. 동 사례는 기업들이 이메일 서비스와 마케팅 이메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숙지하여 마케팅 절차와 내용을 재검토하

벌금액을 정하기 전에 사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Marriott의 조처와 코로나19가 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

고, 프라이버시 전자통신 규정 준수 여부를 재확인할 것을 권장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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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rriott의 주장

영국

Marriott는 대응 조처를 위해 고객과 ICO에 신속하게 접촉했고, ICO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Marriott 측은 고객의 피
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처와 더불어 사건 이후 시스템 보안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조치를 취했다. Marriott
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에 전념하고 있으
며, ICO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 보안 조치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 시사점
GDPR은 조직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합법성, 공정성 및 투명
성 원칙, ② 목적 제한 원칙, ③ 정보 최소화 원칙, ④ 정확성 원칙, ⑤ 보관 제한 원칙, ⑥ 보안 유지 원칙, ⑦ 책임 원칙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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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다. 이번 과징금은 보안 유지 원칙 면에서 Marriott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ICO의 조사는 Marriott와
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제출된 상세 내역과 증거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되는 처리가 국경을 넘
나드는 경우 GDPR 제56조는 주 감독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 ICO가 감독기관 역할을 했으며, ICO는
과징금 통지 발행에 앞서 GDPR 제60조의 절차를 밟았다. GDPR 제60조는 합의 도달을 위해
선임 감독기관이 다른 감독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3월 31일 Marriott는 약 5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투숙객의 이름, 이메일, 멤버십 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
가 데이터 침해 사건으로 누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Marriott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동 사건이 Marriott 브랜드의 호텔
이 투숙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2020년 2월 말 프랜차
이즈 직원 두 명의 ID를 이용해 투숙객 정보에 로그인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Marriott에 대한 최근의 조
처는 과징금 규모에 있어서도 ICO가 광범위한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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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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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체계
●

1. 개요

●

●

BDSG

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근

TKG,
TMG

간으로 연방과 주에서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전면 개정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BDSG, Neue Bundesdatenschutzgesetz)의 경우, GDPR의 시행에 맞춰 EU 회원국 각자가 자국 내 상황에 맞

●

●
●

●

주(州) 법

게 규정을 수정해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위임 조항(Opening Clauses)을 구체화 하고, 기존의 법제를 GDPR에 맞추어

●

유럽국가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EU법
개인정보보호 전반을 다루는 최상위버버

독일

GDPR

05

[그림 1] 독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개인정보보호 전반을 다루는 연방법
GDPR을 독일 국내법 체계 아래 구체화함, GDPR에 우선하지않음
인터넷 및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연방법
인터넷 및 통신서비스상 개인정보보호 규정만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BDSG 보충
각 16개 주 개인정보보호법
GDPR과 BDSG 내용을 따름, 감독기구 조항 및 벌금 체계 관련 세부사항에 차이를 둠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도 GDPR과 새로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법률 체계

BDSG와 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이 다른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다. 이는 EU차원
GDPR 개인정보보호법이 구체화되기 이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독일 국내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한 결과이다. 개인정보보

가. 개요

호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으로는 통신 및 텔레미디어 개인정보 보호법(TTDSG), 돈세탁방지법(Geldwäschegesetz),
에너지경제법(Energiewirtschaftsgesetz)이 있다. 이중 TTDSG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규정하는 법률이

GDPR은 EU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으로, GDPR이 직접 적용되는 범위에 독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BDSG)은 적

기에 온라인 서비스 사업체는 해당 법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용되지 않는다 (BDSG 제1조제5항). 다만 GDPR에는 약 70개의 개별 위임 조항이 있는데, 이들 조항은 각 회원국의
특색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적인 선택 사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BDSG는 GDPR이 개별 회원국 법률에 위임
한 범위 내(예: 당국 및 공공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고용 관계에서의 비디오 감시 및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적용

다.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

되나, 만약 개별 주(州)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주(州)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BDSG 보다 우
선 적용되는 법체계적 특색을 나타낸다.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을 모두 규율하는 일반법 차원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베를린 등과 같이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각 주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과 BDSG의 주요 골자를 따르며 GDPR과 BDSG에 확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보완
한다. 위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이외에 연방 법률인 통신 및 텔레미디어 개인정보 보호법(Telekommunikation-

[표 1]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

Telemedien-Datenschutz-Gesetz, TTDSG)은 기존 정보통신법(TMG)과 텔레커뮤니케이션법(TKG)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대체하여 인터넷, 정보통신 및 텔레미디어의 개인정보보호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해당 연방법은 GDPR
과 BDSG를 보완한다.

주(land)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Bayern)

개인정보 보호법 링크
https://www.baden-wuerttemberg.datenschutz.de/wp-content/uploads/
2018/06/LDSG-neu-GBl-2018173.pdf
http://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DSG?AspxAutoDetectCookieS
upport=1
https://www.datenschutz-bayern.de/datenschutzreform2018/

베를린(Berlin)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브레멘(Bremen)

112

https://www.datenschutz-berlin.de/berliner-datenschutzrecht.html
https://dsgvo-gesetz.de/bbgdsg/
https://www.datenschutz.bremen.de/rechtsgrundlagen/landesebene-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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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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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Hamburg)
메클렌부르그-포어포머른

니더작센(Niedersachsen)
노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라인란트-팔츠

https://www.datenschutz-mv.de/datenschutz/rechtsgrundlagen/

또한 “민감정보”란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의 처
리와 유전자 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http://www.lfd.niedersachsen.de/recht/nieders_recht/ndsg/dasniedersaechsische-datenschutzgesetz-56264.html
https://www.ldi.nrw.de/mainmenu_Gesetze/submenu_Datenschutz/Inhalt/
NationalesRecht/index.php

다. 적용 범위

(Rheinland-Pfalz)

http://landesrecht.rlp.de/jportal/?quelle=jlink&query=DSG+RP&psml=bsrlpprod.
psml

자란트(Saarland)

https://dsgvo-gesetz.de/sdsg/

이 적용되지 않는 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부문의 경우 전적 또는 부분적

https://www.revosax.sachsen.de/vorschrift/1672-SaechsischesDatenschutzgesetz

거나 구성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인이 순수하게 개인활동 또는 가정활동을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슐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튜링엔(Thüringen)

http://www.landesrecht.sachsen-anhalt.de/jportal/portal/t/or0/page/
bssahprod.psml?pid=Dokumentanzeige&showdoccase=1&js_peid=Trefferlist
e&documentnumber=1&numberofresults=1&fromdoctodoc=yes&doc.id=jlrDSGST2015rahmen&doc.part=X&doc.price=0.0
https://www.datenschutzzentrum.de/gesetze/
https://dsgvo-gesetz.de/thuerdsg/

3.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BDSG Neue Bundesdatenschutzgesetz)

BDSG 제1조는 동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제1항은 BDSG가 연방 공공기관과, 주(州)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자동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파일시스템을 구성하
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DSG 제1조제4항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률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민간 부문의 경우 ▲독일에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독일 내 사업장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
정보 처리이거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EU 회원국 내 또는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내 사업
장이 없으나 GDPR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민간 부문도 BDSG의 적용대상이 된다.

라. 개인정보처리 동의
BDSG에서는 ‘동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GDPR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GDPR 제4조제11항은 동의를 ‘본인

가. 개요

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정보주체의 희망 진술 또는 명백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해 인지하여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컨트롤러

독일의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법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로서 전체 4부, 19장, 2절, 86조로 구

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의 한 요건에 해당하기도 하는데(GDPR 제6조제1항),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의사표시 행위로

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일반 규정, 제2부는 GDPR의 이행 규정들, 제3부는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

써 이루어져야 하므로 침묵이나 웹사이트 상에서 사전 자동체크 된 형식의 동의, 부작위에 의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

침’(Directive (EU) 2016/680)의 이행 규정들, 제4부는 GDPR과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다 (전문 제32항).

(EU) 2016/680)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처리를 위한 특별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정보주체는 자신이 의사 표시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권에 대해서는 동의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아야 한다. 동의 철회는 동의의 제공만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정의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동의를 기반으로 한 정보 처리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제3항)

BDSG에는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GDPR 규정을 그대로 따르
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특히 이름, 식별 번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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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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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tenschutz.hessen.de/infothek/gesetze

독일

(Mecklenburg-Vorpommern)

소재지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고유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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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센(Hessen)

https://datenschutz-hamburg.de/pages/hmbd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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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G 제32조~제33조는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GDPR

바.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05

제12조~제14조에 상응하는 내용이며, 정보주체는 컨트롤러로부터 정보수집 목적, 처리권한등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
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해당 컨트롤러가 지정한 DPO, 개인정보 감독기구 연락처 역시 정보주체

(1) 개요

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요건 역시 알 수 있어야 한다.

BDSG는 DPO 지명(제38조) 이외에는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당 의무사

독일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이를테면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개인정

항 역시 GDPR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는 GDPR 규정에 따라 처리 활동 기록(GDPR 제30
(2) 접근권

조), 개인정보 영향평가(GDPR 제35조)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며, DPO 지정과 관련해서는 BDSG 제38조를 따른다.

접근권이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뜻한다. 정보주체는 수집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의 출처, 처리 목적, 정보 열람자 범위, 정보 소장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거나,

(2)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의무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컨트롤러는 정확하고

GDPR 제30조에 따라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처리활동 기록에는 컨트롤러

이해하기 쉬우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주체와 의사소통해야 할 의무

와 DPO의 이름 및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와 수집된 개인정보의 카테

가 있다. 따라서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에 대응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열람하는 데 장애를 두어선 안 된다.

고리, 이와 관련한 설명 및 수집 정보의 저장기간과 삭제 예정 기한, 정보처리에 적용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정보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조항이나 단순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의 모니터링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처리 활동 기록을 보존해야 할 의무대상은 종업원 수 250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보주체의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균형적인 노력을 요하거나 타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불가능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범죄경력 및

게 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접근권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공공당국의 판단에 따라, 컨트롤

범죄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처리활동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GDPR 제30

러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연방 또는 주(州)의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접근권 행사가 제한

조제5항)

된다. 이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를 문서화해야 하며 그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개인정보 영향 평가
(3) 삭제권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처리 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해당 기술·시스템이 초래할 위험을 미리 예상 및 진단해

BDSG 제35조는 ‘삭제권’이라는 제목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보주체의 삭제권 행사가 제외되는 사유만을 열거하고 있으

야 한다. 즉,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처리 형태(신기술 사용 시) 및 유형, 처리 목적 및 범위, 처리 상황 등으로 인해 정

며, 실질적으로는 컨트롤러의 ‘처리제한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화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의

보주체의 법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리 이전에 처리 작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경우에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저장 유형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삭제가 가능하고 삭제에 대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유사한 업무 분야의 경우, 한 번의 평가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한 정보주체의 법익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개

하는 일련의 유사 처리 작업을 다룰 수 있다.

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라 할지라도,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삭제가 정당한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정보 삭제가 법령이나 계약에 반하는 상황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최소한 ▲예정된 처리 업무 및 처리 목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목적과 관련한 개인정보

않은 경우, 컨트롤러는 삭제 의무 대신 처리제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정보주체는, BDSG 제35조에 따라 삭제

처리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평가 ▲정보주체의 법익에 대한 위험 평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보안에 관한 예

권이 제한되는 경우 이외에는 GDPR 제17조에 따라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가 구현되는지,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위험도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
에 대한 입증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DPO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컨트롤러는 영향평가 수행 시 DPO

(4) 반대권

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GDPR 제21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및 수집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있으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반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BDSG 제36조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초과하여 처리에 긴급한 공익성이 있거나 법

(4) DPO지정

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주체의 반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BDSG 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GDPR 제37조 및 BDSG 제38조에 따라 DPO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모든 사업체가 DPO를

27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과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처리될 때에, 연구 또는 통계 목적 달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사업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BDSG 제38조는 GDPR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

성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해당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반대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

는 DPO 지정의무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즉, GDPR 제37조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주체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모

당 범위 내에서 반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니터링을 해야 하는 조직 ▲민감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처리가 기본 활동인 조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DPO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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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다루는 사람을 최소 20명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조직 ▲

아. 집행

05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다루는 사람이 20명 미만인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i)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GDPR 제
35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라 처리를 수행하거나 ii)개인정보를 전송, 익명 전송, 시장 조사 또는 의견 조사 목적으

(1) 조사 및 시정조치
BDSG 제1부 제4장(제8-16조)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공공과 민간

독일

로 상업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DPO를 지정해야 한다.

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감독기구 중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 Bundesbeauftragte für den

사. 개인정보 역외이전(Transfer)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는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는 연방 최고의 독임제 기구이다.
BDSG는 주로 BfDI 권한을 서술하며, 다른 16개 주 감독기구의 권한은 각 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다.

BDSG는 제25조에서 주로 공공기관 간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기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GDPR 제44조 이하가 직접 적용된다.

감독기구의 업무는 GDPR 제57조와 동일한 취지로 BDSG 제14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BDSG 제16조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EU집행위원회가 충분한 보안 체계를 가진 국가를 선별한 뒤 적정성 결정

는 감독기구가 GDPR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감독기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

(Adequacy decision)을 통해 개인정보 이전 가능 국가로 결정한 경우 가능하다 (GDPR 제45조). 이전 대상 국가 또

보 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 권한을 보유하며, 공공 및 민간부문이 GDPR 및 BDSG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 처리

는 국제기구의 정보보안 수준은 4년마다 재평가되는데, 만약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적절한 보호 수준을 더 이상

를 할 수 있게 감독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2) 과징금

만약 이전 대상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컨트롤러 또는 프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GDPR 제83조 규정을 따른다 (2천만 유로 또

로세서는 적정한 안전조치(▲공공당국 또는 기관 간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 ▲GDPR 제47조에 따른

는 전년도 글로벌 총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외에, BDSG는 소비자 대출과 관련하여 제43조에

의무적 기업 규칙 ▲EU집행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채택 또는 승인한 정보보호 표준조항 등)를 제공한 경우

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BDSG는 제30조에서 소비자 대출을 허가하고 신용도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유효한 법적 구제책이 제공되는 조건으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

를 처리하는 기관에 특별한 정보 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담케 하고 있는데, 감독기구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기관

보를 이전할 수 있다 (GDPR 제46조).

에 대해 최대 5만 유로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밖에, 적정성 결정 및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예외적으로 가능

(3) 형사처벌

한 경우가 있으며, GDPR은 해당 사유를 제49조에서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BDSG는 과징금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BDSG 제42조). 즉, 다수의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

① 정보주체가 적정성 결정 및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어 자신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통보 받은 후,
정보 이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②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의 계약 이행을 위해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취해진 계약 전 사전 조치의 실행을 위해

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항). 또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을 해할 목적
으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처리하거나 부정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
금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이전이 필요한 경우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컨트롤러와 그 밖의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전이 필
요한 경우
④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⑤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
⑥ 정보주체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정보 이전이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목적이거나 일반 국민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가 참조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 기록부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118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119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U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철회, 수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보통신법(TMG)과 텔레커뮤니케이션법(TKG)을 통합한 법

독일

TTDSG는 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 고등법원이 정보통신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쿠키정보의 이용이 EU법

Ⅱ.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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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련 법령 : 통신 및 텔레미디어 개인정보 보호법(TTDSG)

1. 개요

률로,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두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GDPR 및
e-Privacy 규정(ePrivacy Regulation)과의 조화를 위해 2021년 5월 20일 독일 연방의회에 의해 승인된 법률이다. 동

개인정보침해 민원 수렴 및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개인정보 감독기구라 한

법률은 2021년 6월 23일 개정된 전기통신법 시행령과 함께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다. 독일 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와 주((州) 개인정보 감독기구(LfDI)로 이루어져있다. BfDI는 연방 정부 공공 기관을, 주 감독기

이에 따라, 쿠키(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GDPR 규정에 따른 최종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구는 각 주의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 BfDI는 통신 및 우편 사업체를 제외한 민간 사업체를 관

(TTDSG 제25조제1항), 무엇보다도 정보주체의 실질적이고(유효하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TTDSG 제25

리 감독하지 않는다. 일반 사업체는 소속된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관리한다.

조제2항에서는 최종사용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예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fDI는 개인정보 보안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연방 최고의 독임제 기구로, 1978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본(노르트라
중통신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쿠키)

인-베스트팔렌)에 위치해 있다. BfDI의 법적 지위는 연방 감사원과 유사하며, GDPR과 BDSG에 따라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수행을 자문하고 통제한다. BfDI는 2년 단위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②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에게 텔레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의 단말기기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경우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쿠키)

감독기구를 이끄는 연방 커미셔너는 연방 총리실의 추천과 연방의회의 과반수 승인으로 선출된다. 연방 커미셔너는
BfDI 조직을 개편할 수 있으며 인사 독립성을 가진다. 현재 BfDI는 커미셔너 직속 부서와 총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
으며 추가로 독립기구인 중앙상담기관(ZASt)을 산하에 두고 있다. 연방 커미셔너 직속 부서는 BfDI 내부 DPO, 기밀
보호 위임자, IT보안 위임자등으로 이루어졌다. 4개 부서는 중앙부서, 법과 국제부(1부). 정보자유법·기술적 개인정보
보호·통신부(2부), 경찰과 언론부(3부)로 구성된다. BfDI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ZASt는 BfDI와 독일
16개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 감독기구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힘쓴다. 2020년 BfDI 예산은
23,962,000 유로이며 약 250명의 직원이 BfDI에 소속되어 있다.

[그림 2 ]BfDI 조직도1)
커미셔너

중앙상담기관
ZASt

중앙부서

내부 DPO

기밀보호
위임자

IT보안 위임자

부패방지
담당자

평등고용
담당자

사무총장

법과 국제부

정보자유법·기술적
개인정보보호·통신부

경찰과 언론부

[표 2] 독일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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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 사용자의 단말기기에 정보를 저장하는 유일한 목적이 공중 통신 네트워크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인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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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nd)

(BfDI)

(Baden-Württemberg)

팩스: +49 228 99 77 99-5550

Homepage:https://datenschutz.saarland.de/

Homepage:https://www.bfdi.bund.de

전화: 03 51/493-5401 팩스: 03 51/493-5490

전화: 07 11/61 55 41-0 팩스: 07 11/61 55 41-15

작센(Sachsen)

Homepage:https://www.baden-wuerttemberg.datenschutz.de

Homepage:https://www.lda.bayern.de
전화: 089/21 26 72-0 팩스: 089/21 26 72-50
E-Mail:poststelle@datenschutz-bayern.de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슐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Homepage:https://www.datenschutz-bayern.de
전화: 030/13 88 9-0 팩스: 030/21 55 050

E-Mail: saechsdsb@slt.sachsen.de
Homepage:https://www.saechsdsb.de

E-Mail:poststelle@lfd.bwl.de

E-Mail:poststelle@lda.bayern.de

베를린(Berlin)

E-Mail:poststelle@datenschutz.saarland.de

E-Mail:poststelle@bfdi.bund.de

전화: 0981/53-1300 팩스: 0981/53-5300

바이에른(Bayern)

자란트(Saarland)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전화: +49 228-997799-0

전화: 06 81/947 81-0 팩스: 06 81/947 81-29

05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

개인정보 보호법 링크

전화: 03 91/81803-0 팩스: 03 91/81803-33
E-Mail:poststelle@lfd.sachsen-anhalt.de
Homepage:http://www.datenschutz.sachsen-anhalt.de
전화: 04 31/988-1200 팩스: 04 31/988-1223
E-Mail: mail@datenschutzzentrum.de
Homepage:https://www.datenschutzzentrum.de
전화: 03 61/57 311 29 00 팩스: 03 61/57 311 29 04

튜링엔(Thüringen)

E-Mail: poststelle@datenschutz.thueringen.de
Homepage:https://www.tlfdi.de/

E-Mail:mailbox@datenschutz-berlin.de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전화: 03 32 03/356-0 팩스: 03 32 03/356-49
E-Mail:poststelle@lda.brandenburg.de
Homepage:https://www.lda.brandenburg.de
전화: 04 21/361-2010 또는 04 71/596-2010 팩스: 04 21/469-18495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E-Mail:office@datenschutz.bremen.de
Homepage:https://www.datenschutz.bremen.de/

BfDI와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주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항을 정리

전화: 040/428 54 - 4040 팩스: 040/4279 - 11 811

및 배포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

E-Mail:mailbox@datenschutz.hamburg.de

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관련 신고 및 민원 접수, 민원 해결 역시 감독기구의 역할이다.

Homepage:https://datenschutz-hamburg.de/

감독기구는 독일 내 타 감독기구는 물론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기구와도 협업해야 한다. 독일 내 16개 주 감독기

전화: 06 11/14 08-0 팩스: 06 11/14 08-611
헷센(Hessen)

E-Mail:poststelle@datenschutz.hessen.de
Homepage:https://datenschutz.hessen.de/

메클렌부르그-포어포머른
(Mecklenburg-Vorpommern)

2. 역할 및 권한

전화: 03 85/594 94-0 팩스: 03 85/594 94-58

구와 BfDI는 연방 및 각 주(州) 개인정보 감독기구 컨퍼런스(DSK)를 년 2회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
사항들에 관한 통일을 꾀한다.

E-Mail:info@datenschutz-mv.de

모든 감독기구는 GDPR, BDSG,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행정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감독기구는 사업체

Homepage:https://www.datenschutz-mv.de

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고 위반행위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전화: 05 11/120-45 00 팩스: 05 11/120-45 99
니더작센(Niedersach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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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여길 경우, 관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민원

독일

1. 개요

Ⅳ. Cases

05

Ⅲ. 피해구제 체계

1. H&M 함부르크
가. 개요

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관할 감독기구는 적절한 범위에서 민원 사항을 조사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정보주체
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Hmb BfDI)는 스웨덴 의류회사 H&M 독일 서비스 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언론보로로 알게 되었다. 2019년 독일 서비스 센터 직원 개인정보가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회사 직원에게 유출되었고,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BDSG가 침묵하고 있어 해당 권리는 GDPR 제77조에 기반한

내부고발자 신고로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결과였다.

다. 동조는 GDPR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주체의 민원 제기 권리 및 관할 감독기구의 민원사항 조사 의무, 민원사항의 진
행 상황 및 결과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기구는 최대 3개월 내에 처리 현황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조사를 통해 H&M 독일 서비스센터가 해당 직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및 처리함을 파

정보주체는 자신의 거주지, 근무지 또는 침해행위 발생 의혹이 있는 회원국의 감독기구에 민원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인정보는 전산화되어 저장되었으며 데이터 크기가 약 60GB에 달했다. 감독기구는 해당 정보수집을 “과도한” 개인정

만약 다른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해당 민원 건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구는

보 수집 행위로 판단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높은 금액 과징금 약 3,525만 유로를 부과했다.

타 회원국 감독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게 되며, 민원을 제기한 정보주체는 별도로 타 회원국 감독기구에 직접 연락을 취
할 필요가 없다.

나.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조사
한편, BDSG 제60조는 범죄행위의 예방, 추적, 수사, 기소 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
관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주체가 BfDI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H&M이 침해한 GDPR 조항을 언급하지 않지만,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여겨진 H&M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예로는 연방 정부기관, 고용센터, 통신회사, 우편회사, 보안 관련법의 적용대상 기업, 법정

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H&M은 자사 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

의료보험 기관, 연금보험 기관, 사고보험 기관 등이 있다.

며, 정보 수집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 예를 들면, H&M은 휴가를 마친 직원 대상으로 “환영대
화(Welcome Back Talk)”라는 절차를 운영했으며, 대화 중 오간 직원의 개인정보를 기록하였다. 또한 직원간의 사담

2. 처리실적

을 엿듣고 건강정보, 종교, 성생활 같은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더해 불법 수집된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서 정보처리 내 요구되는 기밀성과 시스템의 무결성 역시 보호되지 못했다. 감독기구는 H&M의 이 같은 개인정보 수
집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여겼으며,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종

2020년 한 해 BfDI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878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 증가 했다. 정보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일반 민원이 주를 이루며(65%) GDPR 제77조 관련 민원이(38%) 그 뒤를 따랐다. 단순 민원과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다. H&M의 대응

및 처리위반 신고 사례 역시 10,024건 접수되었다. 전년도 14,689건과 비교 했을 때 31% 감소했다. BfDI는 행정 조
사 및 지도 사례 건수 역시 집계하였는데, ‘20년 기준 총 88건으로 전년도 124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H&M 본사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 자사 가이드라인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독일 뉘른베르크 서비스 센터의 단독 사
고라고 발표했다. 뉘른베르크 서비스 센터의 개별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해당 사건의 문제를 책임지며 해당 사

2021년 10월 까지 독일은 유럽연합국가 중 다섯 번째로 빈번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방 및 각 주 감독기구는 2018

건 처리에 관하여 두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H&M은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사죄 및 보상을 약속하였으며,

년 GDPR 발효 후 2021년 9월 현재 까지 총 33건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33건 과징금 총액은 약 5천만 유로이

둘째로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다. 과징금 총액 역시 유럽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35,258,708 유로로,
2020년 10월에 패션 사업체 H&M에 내려졌다. 해당 과징금 액수는 유럽 전체 과징금 액수 중 네 번째 높은 금액이며

H&M 본사는 뉘른베르크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회사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GDPR이 시

H&M 독일 본사가 함부르크에 위치하기 때문에,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해당 행정 처분을 담당했다.

행된 2018년 5월 기준 이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보상금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보상기간 측정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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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있다. H&M은 정보 수집을 최소 2014년부터 시작했고, GDPR 시행인 2018 이전 피해 기간에 대한 보상은 약속

2. 1&1

05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시스템 강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뉘른베르크 서비스센터 임원진과 DPO를 교체 하며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관

독일

H&M은 해당 사건 지사 책임자와 정보보안 관련자 교체 및 보안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H&M이 강구한 보

가. 개요

련 책임 임원진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준비한다. 관리자들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하며, 정보보호 시
스템 관리를 다루는 추가 직책을 마련한다. 추가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체계를 전면 검토 및 보완한다.

2019년 9월 독일 연방개인정보감독기구(BfDI)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통신사업체 1&1에 개인정보보호 위
반 과징금 995만 유로를 부과했다. 문제가 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전화 상담에서 이루어졌다. 1&1은 전화 상담 시
고객 본인확인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이중보안 시스템을 가졌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해당 인

라. 시사점

물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올바르게 답하여 본인확인에 성공하였고, 상담을 통해 고객 휴대폰 전화를 알아냈다. 해당 사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부과한 과징금 3,526만 유로는 독일 내 GDPR 관련 과징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해

에 착수한 BfDI는 1&1이 지시하는 고객 본인인증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간소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인정보 처리

당 금액이 부과된 2020년 10월 당시 유럽 내 두 번째로 높은 벌금 액수였으며, 2021년 ’10월 기준 네 번째로 높은 벌

보안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1&1의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지나치게 높은 벌금 995만 유로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1년 후

금액이다. 감독기구는 H&M이 해당 사건의 과실을 인정한 점과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

2020년 11월 항소재판에서 90만 유로로 낮아졌다.

로 평가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함을 기업에 고지하기 위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기업 전년도 매출 4%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서 매출액의 기준은 독일 H&M 전년도 매출이 아닌, H&M 세

나. BfDI 주장

계 매출을 말한다. 해당 사건이 H&M 기업 전체 개인정보 처리 결함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담당하는 뉘른베
르크 서비스센터의 개별적 결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측정이 H&M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에 주의

GDPR 제32조 처리의 보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안은 무결하고 기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 처리는 무

해야한다. 즉 유럽 내 특정 국가의 사업규모가 작을지라도, 또는 개인정보 처리의 결함이 특정 지사에서 발생 할 지라

결한 보안 아래 이루어져야한다. GDPR은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법적 의무로 제32조 제1항 제a)호에 개인정보의 가

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과징금이 기업 세계매출과 비례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명처리 및 암호처리를 요구한다. 1&1는 위의 조항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인증에 있어 결함을 지녀 고객 개인정보를 유
출하였다.

고객 개인정보가 아닌 직원 개인정보 처리 결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여겨진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같
이 고객이 아닌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는 H&M외에도 있다.(2019년 바덴 뷔텐부르

따라서 BfDI는 본인 확인 인증 절차에 결함을 가져 제3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한 1&1이 적절한 기술 관리 보안

크 음식회사, 2021년 전자제품 쇼핑몰 NBB) 유사한 성격의 개인정보 처리 결함으로 인해 빈번히 행정처분이 발생함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놓인 고객이 일부가 아닌 1&1 통신 서비스 가입자 전

을 고려했을 때 직원 개인정보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체에 달한다는 점 역시 심각한 위험으로 보았다. 2020년 기준 1&1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약 1,400만 명이다. 보안 결
함으로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놓인 정보주체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BfDI는 과징금 995만 유로를 부
과하였다.
해당 과징금액은 GDPR 제 83조 제4항 제a)호에 따라 전년도 세계 매출 2%을 기준으로 하였다. 4%가 아닌 2%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과징금은 1&1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시스템 개선을 참작한 결과이다.

다. 1&1 주장
위반 사항과 벌금 책정 기준에 관해 1&1의 DPO는 반박 성명 했다. 1&1의 본인확인 인증 절차는 당시 업계 표준이었
다고 해당 DPO는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GDPR이 발효된 해인 2018년 이전에 발생 했다는 점, 해당 콜센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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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전화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이 형사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이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전달되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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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당시 자사 개인정보 보안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GDPR 제32조에 명시된 “적정한 보안

05

수준 보장”에 있어 적정한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업계 평균 수준의 본인확인 절차
가 “적정에” 달하지 못하는 보안 수준이냐고 반문하였다.

독일

행정처분에 항의함과 동시에 1&1은 BfDI와 협력하여 보안시스템을 개편하기도 했다. 적정 보안 수준을 위해 고객 본
인확인 인증절차를 기존의 이중 보안 절차를 삼중 보안절차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고객 개인 서비스 식별번호(ServicePIN) 시스템 역시 추가했다.
1&1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 하노 팀너(Hanno Timner)와 우베 프레이슈미트(Uwe Freyschmidt)를 선임하여
높은 벌금 금액에 대해 항소했다. 변호사측은 낮은 수준 위반사항에 높은 벌금을 부과한 BfDI 행정처분이 균등대우 원
칙과,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에 충돌한다고 피력했다. 2021본 지방법원은 변호사 측 의견을 수용하여 벌금을 9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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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낮추어, 벌금 995만 유로를 90만 유로로 정정했다.

라. 시사점
1&1 사례는 높은 과징금이 항소재판을 통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증명된 사례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높은 과태료 수준에 많은 기업이 비판하며 항의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벌금 축소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를테면 2021년 1월 독일 내 전자정보통신 및 매체 동업조합 비트콤(bitkom) 의장은 감독기구의 높은 과징금 책정을
공식성명으로 비판하였다. 동업조합 비트콤에는 약 2,700개 사업체가 소속되며, 이들의 연간 매출이 1900억 유로임
을 고려한다면, 비트콤 의장의 발언은 GDPR 벌금 체계에 의미 있는 비판이라 볼 수 있다. 회사의 개선 의지를 참작하
지 않은 높은 벌금은 사업체에 치명적인 재정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비트콤은 지적한다. 또한 순수익이 아닌 매출에
비례한 과징금 측정 원칙에 부당함을 주장한다. 기업이 의견을 모아 감독기구를 공식 비판하는 성명을 통해 많은 기업
이 감독기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벌금 축소에 있어 변호인 역할 역시 주목해야한다. 해당 사건을 변호한 팀은 다른 사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변호
하며 GDPR 전문 변호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 감독기구의 빈번한 행정처분과 높은 과태료 부과가 해당 분
야 전문 변호사 성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GDPR에 특화된 변호사가 시장에 출현하면서 사업체가 항소재판에
승소할 가능성이 더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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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일부 민간조직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법을 적용
2001년

-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일부 민간조직에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민간조직에
적용되는 국가 프라이버시 원칙(NPP) 10개 항목을 확립

1.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

- 2010년 11월 호주 정보위원회(정보위원회(OAIC))의 출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OPC)는 호주
정보위원회(정보위원회(OAIC))에 통합하도록 개편

호주

호주 정보위원회(OAIC) 설치·운용
2010년

06

Ⅰ. 법률체계

노퍽섬(Norfolk Island) 공공기관으로 적용 범위 확대
2011년

가.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중대한 법률규정 개정
-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이 기존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IPP)과 국가 프라이버시 원칙(NPP)을 대신
하여 수도 특별 준주와 노퍽섬 소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조직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도
록 개정

(1) 개요
호주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연방정부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에 부합하는

- 프라이버시법 제3-A장을 개정하여 더욱 포괄적인 신용보고를 허용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1988년 말에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하여 호주 정부는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달성을 위한 11개 개인정보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였다.
2014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 신용제공자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외부분쟁 인정제도(EDR)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신용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
-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실무강령(APP codes)과 신용보고서에 관한 실무 강령(CR codes)에 관한
새로운 법률규정을 추가
- 정보위원회(정보위원회(OAIC))가 공익목적의 실무강령을 개발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2000년에는 증대되는 개인정보 요구에 대응하여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HREOC)’에서 분리된 ‘개인정보보호 위원

- 정보위원회(정보위원회(OAIC))의 집행권 확대

회(OPC,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가 설립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 민간조직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 프라이버시 원칙(NPP, National

ACT 개인정보보호 개혁

Privacy Principles) 10개 항목도 확립하였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OPC)를 개편하여 개인

- 수도 특별 준주(ACT)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

정보보호에 관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규제기구, 정보위원회(OAIC, the Office of the Austr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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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법 개혁법(Territories Law Reform Act 2010)에 따라 호주 외부영토 노퍽섬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2018년

Information Commissioner)를 설립하였고, 2014년에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의무 확장
- 2017에 개정된 프라이버시법은 침해사고에 대한 통지의무를 확장

Australia Privacy Principles) 13개 항목과 실천강령(code of practice)도 확립하기에 이르렀으며, 2018년 2월에는
오랜 검토 끝에 개인정보 침해통지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에 관한 변천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
(2) 구성

리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총 9개 장, 100개 조항과 부칙(schedule)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이 취
[표 1] 호주 프라이버시법 변천내용
년도
1988년

변경내용

-프
 라이버시법(Privacy Act) 개정안에 따라, 1991년 9월 24일 신용평가기관과 소비자 신용보고서에 관
한 사항이 추가
수도 특별 준주(ACT) 공공기관으로 적용 범위 확대

1994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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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화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서문]과 [제2장 해석]에서는 각각 법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해 기술하고 분야별 주요 용어의 사용을 정의하였다.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제정
신용보고 (Credit reporting) 규정 프라이버시법 제3-A장 추가

1991년

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율뿐만 아니라 신용 정보, 납세 정보 등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정보에 대

[제3장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취급 환경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와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인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을 부칙으로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제3장은 개인 납세번호 정보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1991년 개정을 통해 추가된 [제3A장 신

-수
 도 특별 준주(ACT) 소재 공공기관은 수도 특별 준주 정부 서비스법(Australian Capital Territory
Government Service Act 1994)에 따라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

용평가]에서는 소비자 신용평가(crediting reporting)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신용제공자, credit

개인정보보호 위원회(OPC) 설치

는 주체와 그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등을 다루고 있다.

-프
 라이버시 수정법에 따라,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HREOC)에서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OPC)
를 설치

providers)과 신용평가기관(Credit Reporting bodies)에 제공할 개인정보의 범주와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를 취급하

[제3B장 프라이버시 규약]에서는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 Australia Privacy Principles)에 기반한 APP 실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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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납세번호 정보

개인정보 유출 통지에 관한 규정은 [제3C장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에서 다루며, 통지 대상, 통지 절차 등

Tax file number information

의 원칙을 정한다.

제3-A장
Credit reporting

[제4장 정보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제1절 소개
Introduction

제2절 신용평가기구

[제5장 조사]에서는 민원 또는 위원회 주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또는

Credit reporting bodies

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신용제공업자

[제6장 공익 및 임시적 공익 결정] 및 [제6A장 비상 및 재난 시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이 면제되는

Credit providers

공익 결정에 관한 사항과 비상 또는 재난 시에 허용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6B 장 집행]

제3-A장

에서는 민사 처벌(civil penalty), 실행 확약(enforceable undertakings), 명령(injunction) 등 위원장의 법 집행 권한

신용평가

을 명시하고 있다.

Credit reporting

제4절 유관정보처리자
Affected information recipients
제5절 민원
제6절 신용평가 정보의 비인가 된 획득

[제7장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는 그밖에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Unauthorized obtaining of credit
reporting information etc.

[제8장 비밀유지 의무]는 조직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7절 법원 명령
Court orders

마지막 [제9장 기타]에서는 건강정보 관련한 지침의 발행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1절 소개
Introduction
제3-B장

[표 2]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서문

프라이버시 규약
Privacy codes

1절 일반 정의
제2장
해석
Interpretation

- 일반 용어에 대한 정의

2절 신용평가 관련 주요 정의
Key definitions relating to credit
reporting

- 신용평가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1절 프라이버시 침해
제3장

Interference with privacy

정보 프라이버시

- 해외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Information privacy
2절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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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인(related body corporate) 간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

- 13가지 APP(별도 부칙으로 규정)
- APP 적용 예외(허용된 일반 상황, 허용된 건강 관련
상황 등, 연방정부와의 계약 이행 등)

- 신용제공업자의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원칙 및 적용 면제
- 개인의 열람, 정정권 적용 예외 등
- 보험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원칙
- 개인정보 침해 시 제기할 수 있는 개인의 민원 신청
권리, 절차
- 불법적인 신용평가보고서 정보 획득에 대한 처벌
규정
-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명령권
- 개요

제2절 공인된 APP 규약

- APP 규약 및 공인된 APP 규약 개념
- APP 규약 개발, 등록 및 변경, 폐지

제3절 공인된 CR 규약

- CR 규약 및 공인된 CR 규약 개념

Registered CR code

- CR 규약 개발, 등록 및 변경, 폐지

General matters
General definitions

- 신용평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열람 및 정정권, 신용
평가 정보의 보유 기간 등

Registered APP codes

제4절 일반 사항

- 제정 목적, 적용 범위 등

Preliminary

- 신용평가기구의 개인 신용평가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제1절 소개
제3-C장

introduction

개인정보

제2절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

유출 통지

Eligible data breach

Notification of eligible
data breaches

제3절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Notification of eligible data
breaches

- 규약 등록, 규약 등록 관련 지침 등
- 개요, 적용 예외
-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 개념 및 피해구제 예외 대상
- 심각한 피해 초래 여부 결정 기준
-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평가 및 예외
-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 및 예외
- 정보위원회의 통지 명령 권한 및 예외

제4장
정보위원회의 기능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제2절 위원회의 기능
Functions of Commissioner

- 프라이버시 가이드 개발
- 신용평가정보, 납세번호 정보 관련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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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ts

- 3-A장 개요

호주

신용평가

- 납세번호 취급에 대한 규칙 제정

06

령(APP codes), CR 실무강령(Credit Reporting codes)의 개발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제3절 위원회 보고
제3절 A 위원회의 평가

제4절 기타
Miscellaneous
제1절 A 소개
Introduction
제1절 민원 및 위원회 주도의 조사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nd investigations on the
Commissioners initiative

제5장
조사
investigations etc

Determinations following
investigation of complaints
제3절 집행
Enforcement
제4절 연방 정부 기관과 관련된 결정의
검토 및 집행
Review and enforcement
of determinations involving
Commonwealth agencies
제5절 기타
Miscellaneous

제6장
공익 및 임시적 공익 결정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in
emergencies and
disasters

- 정보 자유법에 정보 공개 제한 등
- 개요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원 제기와 처리

Register of determinations
제1절 목적과 해석

비상 및 재난 시 개인정보
처리

Object and interpretation

Enforcement

- 화해 조치, 예비 조사, 자료 요구 등 조사 절차
- 대체 민원 처리 기관 이전 등
- 민원 또는 위원회 주도의 조사에 대해 기각, 침해 행
위 중지, 개선 조치,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 또는 금
전적 보상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 의무
- 위원회 결정 집행을 위한 연방법원의 소송제기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서면 증서

제1절 민사 처벌

- 근거 법령에 따른 위원장 권한, 관련 법원 및 규제
력 범위

제2절 실행 확약
제3절 명령
Injunctions

개인정보

- 구성원의 해고 및 사임, 위원회 회의 개최 등

Privacy Advisory Committee
제8장

- 이 장의 적용 및 효력

비밀유지 의무

- 법원의 관할권 등

Obligations of confidence
제9장

- 의학 연구 지침, 건강정보에 대한 APP 지침 등 발행

Miscellaneous
- 1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고려
부칙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 출석 거부, 허위 진술 등에 대한 처벌

- 2부 개인정보의 수집
- 3부 개인정보의 처리
- 4부 개인정보의 무결성
- 5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 현장 조사권, 제출이 제한되는 정보 등

- 위원회의 임시적 공익 결정 및 결정의 효력

- 근거 법령에 따른 위원장 권한, 관련 법원 및 규제
력 범위
- 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위원회 구성, 기능

자문위원회

- 위원회 결정 미이행에 대한 연방법원에 이행 신청 등

- 법무부에 법률상담 지원 신청

- 근거 법령에 따른 위원장 권한, 관련 법원 및 규제
력 범위

제7장

기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 의무

-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벌칙
- 비밀유지 등 다른 조항과의 관계

Enforceable undertakings

- 집단 민원의 조건 및 조사

- 공익 결정 신청 및 위원회의 조치 등

제3절 결정의 등록

집행

- 비상/재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이 허용
되는 요건

Other matters
Civil penalties

제6-B장

- 위원회의 공익 결정 및 결정의 효력

제2절 임시적 공익 결정

제4절 기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지시

제1절 공익 결정

제6-A장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in
emergencies and
disasters

-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에 대한 검토

Object and interpretation
Temporary public interest
determinations

Provisions dealing with the use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3) 주요 내용

- 효력의 정지 등

1)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정의
- 결정의 등록 및 대중에 공개
- 주요 용어 및 ‘허용된 목적’에 대한 정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식별된(identified)’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
(individual)에 관한 정보나 견해(opinion)로서 정보나 견해의 사실 여부와 물리적 형태의 기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정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정보위원회(정보위원회(OAIC))는 단편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이미 보유하였거나 접근 가능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

제2절 비상 선언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비상 선언 요건

Declaration of emergency

- 비상 선언문 양식, 효력 및 중지 시점

게 할 때도 이를 개인정보로 인식한다.
또한, 프라이버시법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잘못 취급하면 해당 개인에게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감한 정보'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민감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의
되며 개인의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직업적 또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회원 자격, 성적 지향 또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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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원 조사결과에 관한 결정

-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 검토 등

호주

Assessments by or at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제3절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06

Reports by Commissioner

- 위원회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 보고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범죄기록, 건강, 유전학 및/또는 생체 인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청된 개인정보의 수집을 다루는
APP 제3원칙은 관련된 개인이 수집에 동의하고 정보가 수집 주체의 기능 혹은 활동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 민감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민감하지 않은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이 수집 주체의 합법적인 기능이

06

- 직원의 고용과 관련한 직원의 개인정보 기록을 말
하는 것으로, 건강정보를 비롯하여 다음의 정보
를 의미함
• 직원의 업무, 교육, 징계, 사직
직원 기록
(제6조)
employee record

프라이버시법이 인식하는 개인정보 개념은 대부분 명확하게 인식되지만, 일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
으면 맥락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법은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19)에 호주 프라이

• 직원의 고용 종료, 고용 기간 및 조건

- 민간 기관의 직원 기록은 일반적으
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적
용 면제 대상

• 직원의 개인 비상 연락 정보
• 직원의 성과, 수행 활동

호주

나 활동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벼운 수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 직원의 고용 시간, 급여
• 직원의 노동조합 등 조합 가입

버시 원칙(APP)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법이 개인정보 해당여부를 명확하

• 직원의 병가, 휴직 등

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 여부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통신가로채기 및 접

• 직원의 납세, 금융 및 연금 관련 사항

근법(TIA Act,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ct)은 프라이버시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속성정보
(metadata)를 개인정보로 인식한다. 프라이버시법은 개인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 신용 정보, 직원기록, 납세번호정

2) 적용 대상

보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며 각각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동 법의 시행에 따른 규정을 APP 주체(APP entity)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연간 매출액이 300만 호주 달러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② 등록된 정당, ③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의

[표 3] 개인정보의 유형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분

정의

비고

민감한 개인정보

-개
 인의 인종, 민족 정보 및 정치적 견해, 정당 가입
정보, 종교, 철학, 노조 가입현황, 성적 성향, 범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견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개인
의 동의 필요

(제6조)
(sensitive information)

건강정보
(제6-FA조)
(health information)

-건
 강정보, 유전적 정보, 생체 식별을 위해 사용되
는 생체(바이오) 정보에 관한 정보 또는 견해
-개
 인의 질병, 장애, 부상 또는 개인이 향후에 받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사 표시된 바람(expressed
wishes) 또는 개인이 제공받을 (또는 이미 제공받
은) 건강서비스에 대한 정보 또는 견해
-개
 인에게 건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다른
개인정보
-개
 인의 장기기증(또는 기증 의사)에 관련하여 수집
된 다른 개인정보
-개
 인 또는 친족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유전적 정보

신용 정보
(제6-N조)
credit information
납세번호정보
(제6조)
tax file number information

※ 일반 정보의 경우, 정보처리 주체
의 행위나 기능에 필요한 경우 동
의 없이 처리 가능

※ 건강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법 제16조), 건강정보의 이
용·제공 등에 대한 지침 관련 규정
(제95A) 등

- 신용 정보는 제3-A장을 통해 다른
정보와 별도로 규율됨

- 개인의 상환 명세 정보 등
-합
 법적 수집 여부 또는 물리적 형태의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신원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납세
번호를 기록하는 정보

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납세 정보는 제3장 4절(납세번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납세번호
규정’을 통해 별도 규율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면.
- 민간병원, 개인병원, 약국, 보건지원 전문인(allied health professional) 등 전통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자

-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하여 민감한
개인정보와 같이 취급되나,
이와 별도로 건강정보에 특화된
규정이 있음

-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
-개
 인에 대한 소비자의 부채 정보 (consumer
credit liability information)

그러나, 아래의 어느 조건에 해당하면, 민간조직의 연간 매출액 3백만 호주 달러 이하 사업자의 경우라도 동 프라이버

- 자연 치료사(naturopaths), 척추 지압사 등 보완적 치료사(complementary therapist)
- 체육관, 비만 관리 클리닉
- 아동보호센터, 민간 학교, 고등 교육기관(tertiary educational institutions)
●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

신용평가기관

●

연방정부와 서비스 계약 체결된 자

●

Fair Work(Registered Organizations) Act 2009에 따라 인가된 노동조합

●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적용을 신청한 사업자

●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에 적용되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

Privacy Regulation 2013에 규정된 사업자

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하여 다음의 관행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정보처리가 아래에 해당하면,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과 동 법의 하위 법령과 관련된 보고 기
관이나 당국의 행위

19) 호주 프라이버시법의 규정을 적용받은 조직, 주로 연방 공공기관과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조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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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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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APP 주체는 호주 연방에 소속한 공공기관 및 소속 공직자 그리고 민간조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APP 주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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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구되고 있다.

●

납세번호 지침에 따른 납세번호를 취급하는 경우

●

My Health Records Act 2012에 따른 My Health Record와 Healthcare Identifiers Act 2010에 따른 개인 건강

프라이버시법은 '동의'를 '명시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인 동의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두 또는 서면을 통

관리 식별자(Healthcare Identifiers)를 취급하는 경우

한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행동에서 동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를 획
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

소비자 신용평가 정보(신용평가기관, 신용제공업자 등 포함)를 취급하는 경우

06

●

일반적으로 연방이 아닌 각 자치주(준주)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병원, 건강관리시설을 비롯한 지방정부 기관은 자체 개
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해도 프라이버시법의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프라이버시법은 유효한 ‘동의’의 필수적인 전제 요건으로서 ‘자발성’을 들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보

●

개인적 또는 가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이러한 ‘동의’의 자발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있어 일반적으로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

●

호주 국립대학교, 공립학교

는 선택권을 명백하게 갖고 있었는지에 근거하여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동의의 선택권 판단과 관련해서 동

●

과거 또는 현재 고용 관계와 관련하여 회사가 직원의 기록을 취급하는 경우

의를 보류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금전적 비용이나 노력을 수반하지 않았는지 아닌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

소규모 사업자 중 예외 대상(위 적용 대상에 명시)

프라이버시법은 극단적인 압력과 강압 때문에 제공된 동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

프라이버시 기준 준수를 표명한 언론사

●

공인된 정당이나 대표자

5) 침해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침

3) 적용 범위

해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침해 행위는 최대 2,000 페널티 유닛20)의 민사 처벌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을 비롯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호주와 연결성(Australian link)이 있으면 국외 영

부과 대상이다.

토(external territory)에서도 적용되는데 민간 기관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호주와 연결성이 인정된다.
●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 : APP 또는 공인된 APP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신용평가정보 관련 : 동 법의 제3-A장 신용평가정보 관련 조항 또는 공인된 CR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

호주나 국외 영토에서 형성/설립된 동업자 또는 신탁(trust)인 경우

●

정부와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 : 정부와의 계약 조항이 APP 또는 공인된 APP 규약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

●

호주나 국외 영토에 설립된 법인

보와 관련한 행위가 APP와 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 이행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

●

호주나 국외 영토에 통제/관리 조직이 있는 비법인 조합

가 이루어질 때

●

(위의 경우에 속하지 않더라도) 호주나 국외 영토에서 사업을 하면서 호주나 국외 영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

●

납세번호 관련 : 납세번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납세번호를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유하는 경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정보처리 주체가 동 법의 통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때

4) 개인정보처리 동의

다음의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에 관한 별도의 장으로 할애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원칙
에 있어 매우 중대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에 동의를 제공함으로써 해

●

계열사(related bodies corporate) : 계열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

당 조직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외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이때 수집된 목적과 같은 때에만 이용 또는 제공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행위가 APP 또는 공인된 APP

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 주체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
●

제휴사 변경 관련 : 같은 업무에 대해 제휴사가 변경되어 제휴사 간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제휴 업무의 변경 없이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 Australia Privacy Principles) 이전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IPP)과 국가 프라이버시 원칙

제휴사만 변경되고, 이전 제휴사의 담당자 중 1명 이상이 새로운 제휴사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수행하며, 이전 제휴사

(NPP)은 개인정보처리 주체에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조직은 민감한 개

의 파산 직후 즉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보의 처리와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

해외에서의 행위 : 해외에서 수행한 행위고, 그 행위가 해당국의 관련법에 따른 경우

러한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조건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프라이버시 원칙(APPs, Australia Privacy Principles)이 확립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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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

- 제2원칙은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가정에서 익명화 또는 가명화에 관

방정부, 대상이 되는 민간조직, 건강서비스 제공자 및 비영리 기관 등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개인정보처리

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었던 국가 프라이버시 원칙(NPP, National Privacy Principles)과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IPP, Information Privacy

●

Principles)을 통합·대체하기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다.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

호주

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은 그 이전까지 민간과 호주 연방정부 기관에 각각 적용되

06

프라이버시법의 부칙 제1조에서는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을 규정하고, 호주 연

제2원칙: 익명성 및 가망성

제3원칙: 개인정보 수집
- 하나 이상의 합법적인 기능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되어 있으며, 해당 영역에 관하여 총 13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ntity)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다른 법규에 따라 규정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

첫 번째 영역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고려]로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 개방성, 익명성, 가명성을 다루고 있다. 두 번

집되어야 하며,

째 영역 [개인정보 수집]은 요청된(solicited) 또는 요청되지 않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시 원칙과 개인에 대한 통지 기

-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된 예외가

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영역은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및 직접 마케팅에서의 원칙 그리고 국외 이전 시 기준 등

적용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원칙이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무결성]을 통해 개인정보의 최신성 유지, 안전한 관리 등을 규
정하고, 마지막 영역은 [개인정보의 접근, 정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

제4원칙: 요청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
보를 요청했다면 제3원칙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표 4]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
구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고려
I

II

Consid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개인정보 수집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그러한 고려를 통해, 제3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거나 개인정보가 연방정부 기록(Commonwealth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

record)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신속히 파기하거나 익명처리 해야 한다.

- 1원칙 : 공개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
- 2원칙 : 익명화 및 가명화

●

- 제5원칙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정보 주체

- 3원칙 : 요청된(solicited) 개인정보의 수집

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4원칙 : 원치 않는 개인정보처리
- 5원칙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통지

- 제5원칙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제3자로부터 수집되는지 여부, 수집 목적, 정보 주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 6원칙 : 개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III

개인정보 취급

- 7원칙 : 직접 마케팅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 8원칙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액세스와 수정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부여한다.
- 제5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양식 또는 기타 자
료에 '수집 진술서'에 의한 처리의무를 요구받는다. 또한, 이러한 진술서는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정

- 9원칙 : 정부 관련 식별자의 채택, 이용 또는 제공
IV

개인정보의 무결성

- 10원칙 : 개인정보의 품질

Integrity of personal information

- 11원칙 : 개인정보의 보안

개인정보의 접근, 정정
V

Access to and cor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12원칙 : 개인정보 열람

제5원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통지

책에 대한 링크를 참조하고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6원칙: 개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 제6원칙은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집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 주체가 개인정보를 사용하

- 13원칙 : 개인정보의 정정

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단, 정보 주체의 건강이나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

프라이버시법이 규정하는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 Australia Privacy Principles)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원칙: 개인정보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
- 제1원칙은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관행과 절차,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구현하
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요구사항을

고 있다.
●

제7원칙: 직접 마케팅
- 제7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보 주체가 합리적으로 기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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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원칙은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정보주체가 요청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신한 경우, 만약 기업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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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원칙: 개인정보 국외 이전

●

- 제13원칙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정보 주체가 정정을 요구하

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보유한 개인정보 정정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는 이미 정보의 불완전성과 오해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조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는 국외의 정보수신자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

호주

- 개인정보 해외이전의 경우,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는 일반적으로 해외 수신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부과

06

- 제8원칙은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국외의 정보수신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호

제13원칙: 개인정보의 정정

- 그러나,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정보 주체의 수정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제공해야 하며

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해당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정보 주체의 견해를 입증하는 진술을 개인정보에 기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관한 동의 획득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인정보처리 주

- 또한, 개인정보처리 주체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은 수정전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체(APP Entity)는 정보 주체에게 해당 동의 절차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 개인정보가 더 이상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제3자에게도 해당 수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PPs)에 의한 보호조치와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보호 의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정보 주체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해외이전에 관한 동의를 획득할 것
- 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법은 국외의 정보수신자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
보를 이전한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은 이러한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을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
으나, ‘예외가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permitted general situation for exertion)’을 제16장에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원칙(APPS)의 일부 원칙 즉,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제3원칙),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제6원칙 및 제

●

제9원칙: 정부 관련 식별자의 채택, 이용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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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칙) 그리고 정부 관련 식별자의 이용 또는 제공(제9원칙), ‘예외적인 응급상황’에서는 적용을 면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예외가 허용된 일반적인 상황’은 아래를 포함한다.

- 제9원칙에서 언급하는 정부 관련 식별자는 개인의 면허번호, Medicare번호, 여권번호 및 납세 파일 번호를 포함
한 정부 기관이 발행한 식별정보를 의미한다.

●

개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 혹은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줄이거나 막는 행위

●

불법적인 활동이나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취하는 적절한 행위

●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사람을 찾는 행위

-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승인된 경우,

●

법적 또는 합당한 주장을 하는 행위

-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대안적 분쟁 해결(ADR) 과정을 수행하는 행위

- 사전에 규정된 다른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

외교기능 또는 영사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연방정부 기관에만 적용)

●

규정된 국방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군사 조직에만 적용)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정부 관련 식별자를 채택,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10원칙: 개인정보의 품질
- 제10원칙은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수집, 사용, 공개 및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는 사용 또는 공개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 신용평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이 일반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보호 원칙을 다룬다면, 프라이버시법 제3-A장은 신용 정보
관련 처리 기관의 의무와 신용 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을 다룬다. 따라서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은 이 장에서 다
루는 정보처리에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적용된다.

●

제11원칙: 개인정보의 보안
- 제11원칙은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가 정보를 오용, 간섭 및 손실, 무단 액세스, 수정 또는 침해로부터 보
호하기에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당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더는 필요
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익명화해야 한다.

신용 정보 관련 처리 기관은 은행 등과 같은 신용제공자, 신용평가기관, 보험업체 등이 포함되며 각 주체에서 다루는
정보의 유형이나 범위가 다르므로, 각 처리 주체의 유형별로 각각의 절에서 구분하여 규율한다. 이러한 신용 정보 관련
처리 기관이 다루는 정보는 비교적 민감한 정보이므로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
요하거나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이 금지된다. 특히 직접 마케팅
이나 사전 선별(Pre-screening) 평가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경우에는 더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정

●

제12원칙: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

보의 보안, 최신성 유지와 개인의 열람권, 정정 요청권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이 장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인

- 제12원칙은 규정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는 정보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 해당 신용제공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처리 주체는 신속히 응대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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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로써 이를 위반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보위원회

개인의 납세 파일 번호(TFN, Tax File Number)는 세금을 내는 호주 국민과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 TFN

(OAIC)는 ‘공인된 APP 규약’에 관한 변경·폐기 요청을 승인하거나 재량으로 변경·폐기할 수도 있다. CR 규약 또는 ‘공

정보는 개인의 신원과 연관하여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 TFN 정보는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처

인된 CR 규약’은 신용평가 정보에 대하여 APP 규약 또는 ‘공인된 APP 규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호주

리할 수 있으며, 정보위원장이 TFN 정보의 수집, 이용, 저장 및 보안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하도록

06

8) 납세번호 정보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Privacy (Tax File Number) Rule 2015가 발행되었으며, 이 규정은 구속력 있는

11) 정보위원회의 기능

규범으로 이전에 마련된 TFN 지침(Tax File Number Guidelines 2011)을 대체한다. TFN 규정에 따라 TFN 정보는

정보위원회(OAIC)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및 다른 법률에 근거한 프라이버시 보호 업무, FOI Act(Freedom of

주민 식별 번호(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로 사용될 수 없으며, 승인된 TFN 수신자는 조세법(Taxation Act)

Information Act 1982)에 근거한 업무와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근거한 정부의 정보

등에 승인된 목적으로만 TFN을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다. 또한, TFN 정보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접속, 분실 등으로

정책 관련 업무 등 크게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법규 준수 지원, 조사 및 법 집행 기능

부터 보호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안전한 파기 또는 비식별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TFN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 모니터링 또는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을 취급하는 직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보위원회(OAIC)와 다른 TFN 규율 기관 등의 책임 사항, TFN 정
보와 인권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였다.

12) 조사

9) 유출 통지

위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경우, 개인은 정보위원회(OAI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위원회(OAIC)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규정은 2017년에 신설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정

이에 따라 민원을 조사하며, 이외에도 정보위원회(OAIC) 재량에 따라, 즉 프라이버시 원칙(APPs) 제1원칙(공개적이고

보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 제공이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가 분실되었고, ∆이 결과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나,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민

∆개인정보처리 주체가 이를 구제할 수 없을 때, 이를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eligible data breach)’로 규정하였다. 개

원에 대한 조사는 민원인이 피 민원 기관에 직접 일차적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한 건에 대해서만 진행하며, 정보

인정보처리 주체는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 및 정보위원회(OAIC)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위원회(OAIC)는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가 없거나, 침해 행위 인지 후 12개월 이상이 지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정보위

유출이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종류, 민감성, 개인정보보

원회(OAIC)의 정보 요청에 대해 민원인의 응답이 없는 경우, 선의에 의한 민원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

호 조치방법, 개인정보가 유출된 환경, 개인정보를 습득한 자의 유형 등을 명시하였다. 적정한 개인정보 유출로 확신하

을 수 있다. 또한, 대체 민원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민

지 않고 단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가능

원인 또는 피 민원인 등은 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사

한 한 신속히 유출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정보위원회(OAIC)에 제출하고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진술서에 포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정보위원회(OAIC)는 민원 조사 과정 또는 이전에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의 노력

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신원/연락처,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항목, 개인이 유출에 대응하기 위

을 해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보위원회(OAIC)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정보위원회(OAIC) 결정에는 조사

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나열되었다. 유출 통지 시에는 이메일 등 평소 개인과의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개별 통지를

결과에 따라 민원의 기각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위반 행위의 중단, 민원인의 손해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조치 이행

할 수 있으며, 어려운 경우는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언론 공개도 가능하다. 다만, 법 집행기관의

또는 금전적 보상 등이 포함된다. 피 민원 기관은 이와 같은 정보위원회(OAIC)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민원인 또는

법 집행 행위, 타 법률의 기밀조항과의 충돌 등의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면제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에 대한 상세 규

정보위원회(OAIC)는 연방법원 등에 이러한 결정에 대한 집행 명령을 내리도록 기소할 수 있다.

정은 제4장 개인정보보호 사고 시 대응절차의 제1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참고한다.
13) 집행
10) 프라이버시 규약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동 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법 집행의 유형을 민사 처벌(civil penalty), 실행 확약

프라이버시 규약(privacy codes)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문서로 만들어진 실행 규약(code of practice)으로, 일반 개

(enforceable undertaking) 및 명령(injunction) 등으로 명시하였고, Regulatory Powers Act에 따라 정보위원회

인정보처리를 위한 APP 규약과 신용평가 정보처리를 위한 CR 규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먼저 프라이버시

(OAIC)는 연방법원 또는 연방 순회 법원(federal circuit court)에 각 법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원칙(APPS) 규약에는 적용 방법, 규정에 구속되는 주체, 규정의 발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추가로 부
과된 요구사항, 동 법에 규정된 면제 행위에 대한 적용, 내부 민원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집행 권한 중에서 민사 처벌은 개인에 ‘심각한’ 침해를 주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에게 2,000 페널티 유닛을 부과하는 규정 이외에도 제3A장 신용평가 관련 규정에 다양한 민사 처벌

또한, APP 규약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혹은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에 적용하거나, 특정 개인정보처리 행위 또는 특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행 확약(enforceable undertaking)은 정보위원회(OAIC)와 개인 또는 정보위원회(OAIC)

정 산업 분야 또는 특정 유형의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에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처리 주체, 해당 분

와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 간에 문서로 만들어진 합의를 말하며, 명령(injunction)은 동 법을 위반한 자 등에

야를 대표하는 협의체, 정보위원회(OAIC)가 개발하고 정보위원회(OAIC)에 의해 ‘공인된 APP 규약(registered APP

게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동 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

codes)’으로서 승인받을 수 있다. 강제력이 없는 APP 규약과는 달리 ‘공인된 APP 규약’은 하나의 법규(legislative

라, 향후 위반 행위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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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rivacy Act 2002), 빅토리아주의 건강기록법(Health Records Act 2001), 호주 수도 특별 준주(ACT)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을 위반하는 행위

의 건강기록법(Health Records Act 1997) 등이 있다.

●

해당 산업의 규제기관이 수립하여 운용하는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 실무규칙 위반

●

프라이버시법의 신용보고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직장 내 직원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단위의 감시기기법(Surveillance Devices Act 2004)을 비롯하여

●

공인된 CR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각 자치주 단위별로 빅토리아주의 감시기기법(Surveillance Devices Act 1999),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직장감시법

●

영연방 계약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Workplace Surveillance Act 2005), 호주 수도 특별 준주(ACT)의 직장 프라이버시법(Workplace Privacy Act

●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시행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2011) 등이 마련되어 있다.

06

●

호주

[표 5] 담당 지역/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법률

2. 기타 개인정보보호 법령

구분

스팸

스팸법 (Spam Act 2003)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 등록법 (Do Not Call Register Act 2006)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통신

연방

국민 건강법 (National Health Act 1953)
건강

하여 각 자치정부의 공공기관 등을 규율하고 있다.

나의 건강 기록법 (My Health Records Act 2012)
의료식별자법 (Healthcare Identifiers Act 2010)

직장 감시

주요 자치구별 법률은 수도 특별 준주(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정보 프라이버시법(Information Privacy
Act 2014), 노든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준주 정보법(Information Act 2002), 뉴사우스웨일스주 NWS, New

호주 수도 특별
준주

South Wales) 주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998), 퀸즐랜

감시 기기법 (Surveillance Devices Act 2004)
공공

정보 프라이버시법 (Information Privacy Act 2014)

건강

건강기록법 (Health Records Act 1997)

작업장
모니터링

드(Queensland)주 정보 프라이버시법(Information Privacy Act 2009), 태즈메이니아(Tasmania)주 개인정보 보호
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04), 그리고 빅토리아(Victoria)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법(Privacy
빅토리아

and Data Protection Act 2014) 등이 있다.

호주 내 자치정부 별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외에도 분야별, 영역별로 적용하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지방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법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ct 2014)

건강

건강기록법 (Health Records Act 2001)

작업장

공공
뉴 사우스
웨일스

먼저 연방에 적용되는 법으로는 상업적 목적의 전자적 메시지 전송을 담당하는 스팸법(the Spam Act 2003), 텔레마
케팅과 팩스 마케팅을 규율하는 수신 거부 등록법(DNCR Act, Do Not Call Register Act 2006)을 비롯하여,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97) 등이 있다.

건강
작업장

마련되어 있다.

직장 프라이버시법 (Workplace Privacy Act 2011)

공공

모니터링

나. 분야별·영역별 개인정보보호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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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본법(공공/민간)

가.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 자치법령
호주는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서 각 자치주 또는 준주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제정

분야

모니터링

감시기기법 (Surveillance Devices Act 1999)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법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998)
건강 기록과 정보 프라이버시법
health Records and Information Privacy Act 2002)
직장 감시법 (Workplace Surveillance Act 2005)

노든
테리터리

공공

정보법 (Information Act 2002)

퀸즐랜드

공공

정보 프라이버시법 (Information Privacy Act 2009)

태즈메이니아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04)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와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단위의 국민 건강법(National Health Act 1953), 나의 건강기록법
(My Health Records Act 2012), 의료식별자법(Healthcare Identifiers Act 2010) 등 세부 영역별로 규율하는 법령
이 마련되어 있다. 각 자치주 단위별로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건강 기록과 정보 프라이버시법(Health Recor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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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 제13장에 따라 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개인정보 즉 개인의 통신 내용, 통신서

누구든 상업적 목적으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법의 적용을 받는다. 마케팅 목적의 팩스

비스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항 등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이용 중

나 인터넷 팝업 광고 또는 음성 텔레마케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 개인정보라도 추가적인 근거 없이 2차적으로 이용, 제공해도 위법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 동 법 5장은 따라 통신법

상업적 목적의 전자적 메시지를 합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수신을 거부할 수 있

한 사항(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일자, 제공근거 등)을 기록해야 하고 그 기록을 최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메시지 발송자가 정부 기관, 자선단체, 종교단체, 비정부 기관, 공인된 정당이면 이러한

법 제6장은 통신서비스 행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산업 규약(industry codes) 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중 개

의무 조치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대상도 이들이 직접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제삼자를 통해 발송하는 경우

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규약은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보위원회(OAIC)의 검토

에는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면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상업적 목적의 전자적 메시지를 전송하려는 경우

(consult)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호주

과 통신 차단 및 접근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제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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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팸법(Spam Act 2003)

는 반드시 메시지 수신인이 발송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발송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상업적 목적이 아
닌 사실적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스팸법을 적용받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식지는 단순히 사실적 메시지만을 전

(4) 통신 가로채기 및 접근법(TIA Act,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ct 1979)

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자의 서비스나 상품의 홍보 목적으로 전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에도 스팸법에 따른 조

통신 가로채기 및 접근법(TIA Act)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의 목적으로 감청과 저장된 통신 내용에 대한 접근을 금

치가 필요하다.

지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고객의 통신서비스 사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통신법 1997에 의해 보
호된다. 단, 동 법에 따른 규정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
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수신거부등록부(Do Not Call Register)는 요청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팩스, 수신이 거부된 전화번호나 팩스 번
호(호주 국내 번호만 가능) 등이 등록된 보안 DB를 말한다.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신의 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한번

- 감청을 위한 영장을 확보한 경우,

등록한 번호는 등록인이 삭제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일반 대중은 개인이나 가정용 전화, 팩스 번호를 등록할 수

- 보관된 통신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영장을 확보한 경우,

있고, 정부 기관이나 긴급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은 정부 전용 전화번호 또는 긴급서비스 번호를, 그리고 기업은 팩스 전

-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승인을 확보한 경우,

용 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정보기관, 연방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동 법에 명시된 국가안보 또는 사법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이나 팩스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수신 거부 전화번호가 등록부에 등록된 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수

영장을 받거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감시 기기법(Surveillance Devices Act 2004)은 기관의 감시장치 사용에 적

신 거부 등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그들의 전화번호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수신 거부 등록된 번호에 메시지를

용되고, 동 법에 따라 적격 기관은 관련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감시장치를 사용하는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전송했거나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신 거부 등록부는 호주 미디어 통신부(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서 규율한다. 이외에도 ACMA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아닌 유

(5) 건강정보 보호 관련 법률

형을 명시한 수신 거부 등록 규정(Do Not Call Register Regulations 2017), 팩스 마케팅의 최소 요건을 규정한 팩스

호주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에서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형 중의 하나로서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에 필요

마케팅 산업 규정(Fax Marketing Industry Standard 2011), 그리고 텔레마케팅과 팩스 마케팅 전화의 최소 요건을

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동 법은 이에 더해 건강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강정보 취급 관련 예외규

명시한 통신 텔레마케팅과 리서치 전화 규정 (Telecommunications (Telemarketing and Research Calls) Industry

정 등을 두고 있으며,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건강정보를 보유하는 자는 이들이 취급하는 건강정보가 아닌 다

Standard 2017)을 규율한다.

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건강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건
강 클리닉, 약국, 민간치료사 등 일반적인 의료, 건강 시설 이외에도 보육 시설, 민간 학교, 체육시설, 비만 관리 클리닉

(3)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7)

등 넓은 범주의 건강정보 취급자가 포함된다.

통신법은 통신과 콘텐츠를 전송하는 회선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carrier), 회선을 이용하여 전화/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를 비롯한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자(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이 외 건강 관련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나의 건강기록법(My Health Records Act 2012), 건강관리 식별자법

의 활동을 규율한다. 전기통신법 56조는 '통신사업자'를 동 법의 따라 부여된 통신사 면허의 보유자21)로 정의한다. 면허를

(Healthcare Identifiers Act 2010)이 있다. 나의 건강기록법은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 기록 시스템, 즉 개인의 질

소지한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서비스가 대중에게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병, 알레르기, 건강 상태, 처방 명세, 의료 서비스 이용 명세 등의 정보를 요약하여 기록한 나의 건강 기록(My Health
Records)에 대한 접근 및 보호에 대해 규율한다. 건강서비스 제공자는 동 법을 통해 규정된 절차 및 범주에 대해서만
개인의 건강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정보위원회(OAIC)는 건강정보 유출 또는 침해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 및

21) 호주 미디어 통신청(ACMA)은 면허를 받은 통신사 및 지명된 통신사 목록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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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 거부 등록법(DNCR Act, Do Not Call Register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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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953)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료 및 약재 보험 제도(MBS/PBS, Medicare and pharmaceutical benefits

16일 Angelene Falk가 3년 임기의 정보위원장 겸 프라이버시 위원장(Privacy Commissioner)으로 임명되었다.

schemes)와 관련한 민원 처리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된 MBS/PBS 프라이버시 지침(MBS/

Angelene Falk 정보위원장은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부위원장(Deputy Commissioner)을 역임하는 등 2012

PBS Guidelines Privacy Guidelines for the Medicare benefits and Pharmaceutical Benefits Programs)이 있

년부터 OAIC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다. 2018년 3월 24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는 정보위원장 겸 프라이버시

다. 이 지침은 국가 건강법에 따라 정보위원회(OAIC)가 발행하였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전문 영역은 데이터 침해 방지 및 관리, 데이터 공유, 신용 보고, 디지털 정보 접근 등이

호주

OAIC는 총리가 임명한 호주 정보위원장(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이 이끌고 있다.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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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정보위원회(OAIC)의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국민 건강법(National Health

다. Angelene Falk 정보위원장은 국가 데이터 자문회의(National Data Advisory Council) 소속으로 GPA(Global
Privacy Assembly) 집행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다.
정보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분쟁 해결부, 기업부, 규제 및 전략부를 담당하는 3명의 보조 위원장(Assistant Commissioner),
정보자유(FOI) 규제그룹 등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분쟁 해결부는 개인정보 분쟁 해결, 개인정보 문의 관리, 개
인정보 불만 해결 및 조사, 데이터 침해 체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규제 전략부는 개인, 정부, 기업에 전략적인 정책 자문

Ⅱ. 행정체계

과 지침을 제공하며, 산업 및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행을 감사하고 사전 규제 활동을 수행한다. 정보자유 규제그룹
제에 대한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한다. 한편, 기업부는 OAIC의 전략 및 운영 리스크 파악과 평가 외에 정책 프레임워크 준

1. 개요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은 정보자유 관련 불만사항 및 조사를 통한 준수 검토, 모니터링, 조사 및 보고를 수행하고, 정보자유 및 정보접근 관련 문
수를 포함한 사무소의 보안을 관리한다.

가. 호주 정보위원회(OAIC)

[그림 1] 호주 정보위원회(OAIC) 조직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1988년에 제정되어 198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에 동 법을 규율하는 인권 및

호주 정보위원회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OAIC)

기회균등 위원회(HREOC,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내에서 초대 프라이버시 위원
장이 임명되었다. 2000년 7월 프라이버시법의 개정을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프라이버시 위

호주 정보위원장 겸 프라이버시 위원장

원회(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가 세워졌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0년 11월 호주 정보 위원회법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nd
Privacy Commissioner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 제정에 따라,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확장하여 호주 정보위원회

Angelene Falk

(OAIC,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가 설립되었다.
부위원장

Deputy Commissioner

Elizabeth Hampton

정보자(FOI) 규제그룹
Freedom of Information
Regulatory Group

[표 6] 호주 정보위원회(OAIC) 연락처
연락처
주소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175 Pitt Street Sydney NSW 2000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우편 주소

GPO Box 5218

보조 위원장

보조 위원장

보조 위원장

Assistant Commissioner

Assistant Commissioner

Assistant Commissioner

Dispute Resolution

Corporate

Regulation and Strategy

분쟁 해결부

David Stevens

기업부

Bruce Cooper

규제 및 전략부

Melanie Drayton

Sydney, NSW 2001
전화번호

팩스

152

업무 전반(호주 내)

1300 363 992

국외에서 연락 시

+61 2 9284 9749

다국어 대응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전화 131 450으로 전화하여 1300 363 992 요청

+61 2 9284 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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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 외에도 OAIC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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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별 감독기관

는 각 주별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관련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 주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법을 제정, 규율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법령

OAIC 업무

범죄 법

- 형의 소멸 관련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제7-C장)의 준수
모니터링 및 감사

Crimes Act 1914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지원 및 세금)법
Data-matching Program assistance and Tax
Act 1990

[표 7] 주요 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조직) 및 웹 사이트
지역

웹 사이트

국가 건강법

https://www.oaic.gov.au

National Health Act 1953

노든 테리터리

Information Commissioner Northern Territory

https://infocomm.nt.gov.au

통신법, 통신 차단 및 접근법

뉴사우스웨일스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
NSW(IPC)

https://www.ipc.nsw.gov.au

퀸즐랜드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Queensland(OIC)

Telecommunications Act 1997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ct 1979

https://www.oic.qld.gov.au

돈세탁 금지 및 대테러 자금조달법

빅토리아

Office of the Victorian Information
Commissioner(OVIC)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AML/CTF Act)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Western Australia(OIC(WA))

https://www.oic.wa.gov.au/en-au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ttorneyGeneral's Department(AGD)

https://www.archives.sa.gov.au

Ombudsman Tasmania

https://www.ombudsman.tas.gov.au

태즈메이니아

건강관리 식별자법
Healthcare Identifiers Act 2010
개인 자산 보안법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
개인적으로 통제되는 전자 건강 기록법
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s Act 2012
건강 프라이버시법

2. 역할 및 권한

Information Privacy Act 2014(ACT)

- 호주국세청(TAO)과 관련 정부 기관이 세무 조사 등을 위해 납세번호와
다른 개인정보를 비교하여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독 및 준법 여부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 및 의약품 지원 제도(Medicare and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지침에 관한 사항
- 통신사 등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자문 등

- 호주 금융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AUSTRAL) 및 관련 정부 기관이 취급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OAIC와 협의
- 건강관리 식별자(Healthcare Identifiers) 보호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감독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
- 개인 재산 보호 등록(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에 포함
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
- 개인 건강기록(My Health Record)에 저장된 개인의 건강정보 관련한
민원 및 또는 OAIC 자체 판단에 따른 조사
- ACT 관련 정부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민원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접수

OAIC는 크게 다음 3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①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및 다른 법률에 근거한 프라이버시 보호 업
무, ② 정보 자유법(FOI Act,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에 근거한 정보 자유(정보 공개) 관련 업무, ③ 호주
정보위원회 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근거한 정부 정보 정책 관련 업무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업무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조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준수에 대한 감사, 프
라이버시 규약 개발 및 개인정보 영향 평가 관련 지도 등을 포함한다. 정보 공개 업무에는 FOI Act 운영에 대한 감독 및
동 법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비롯하여 정보 공개 요청과 관련한 민원 처리 및 조사
업무를 포함한다. 정보 정책 업무에는 정부의 정보 정책 기능 감독,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 분야를 포
함한 호주 정부의 정보 관리 정책과 실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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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OAIC)

호주 수도 특별 준주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관련 기관(조직)

호주

[표 8] 프라이버시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OAIC의 업무

호주의 연방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외에 각 자치주 또는 호주 수도 특별준주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 한 가지 이상의 보안 조치로 보호된 경우: 이러한 보호조치가 무력화될 개연성
- 해당 정보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 해당 정보에 보안 기술이나 방법이 사용된 경우, 인가된 자가 아니면 그 정보가 이해되기 어렵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자가 보안 기술을 우회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개연성

호주

1. 개요

- 해당 정보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

06

Ⅲ. 피해구제 체계

- 피해의 성격 등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에 따른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 준수 의무가 있는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Notification of eligible data breaches) 제도에 따른 보고 요건을 준수해 유출 통지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강정

프라이버시법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주

보 기록인 My Health Record와 관련해 My Health Records Act 2012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관련 시스템을

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경우, 해당 개인과 OAIC에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단,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취급하는 특정 주체들에게 유출 통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주체가 관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체가 통지를 수행하면 나머지 주체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OAI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다수 민원인이 참

통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가능한 한 즉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OAIC에 진술서 사본을

여하는 집단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하도록 한다. 진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①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설
진술서 작성 이후 가능한 즉시 해당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한다. ①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개인

가.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에게 진술서의 내용을 통지(또는 통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진술
서의 내용을 통지(또는 통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② 위와 같은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안 침해 가이드(Data

를 개인정보 처리 주체의 웹 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언론에 공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reach notification — A guide to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2014), 개인정보 유출 대
응 계획 수립 가이드(Guide to developing a data breach response plan, 2016) 등을 통해 자발적 유출 통지 제도

그러나 ①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법 집행기관이고,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동 법의 집행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를 운용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 기관, 기업 및 비영리 단체(소규모 사업자 제외), 민간 분야 건강서비스 제공자,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OAIC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다른 연방법에 명시된 정보 이용 또는 제공을 규율·금지

신용평가기관, 납세번호 처리자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자 등 프라이버시법 적용을 받는

하는 기밀 조항 등과 충돌하는 경우, ③ OAIC가 공익 등을 근거로 통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면제된다.

주체는 모두 통지 의무 대상이 되며, My Health Records Act 2012에 따른 유출 통지 대상은 해당 규정에 따르므로
동 법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본 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 이전에 확인된 유출 건 또는 시행 이후에 확인된 유

이 밖에 OAIC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확신이 드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지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 주체에 유

출 건이라도 유출이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 통지를 시행할 것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에 대한 비인가 된 접근이나 제공 또는 개인정보 분실 등의 경우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에 대
한 비인가 된 접근 또는 제공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분실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심

나. My Health Records Act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해당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구제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likely to occur)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

호주는 개인의 의료 처방, 치료, 알레르기 등 건강정보를 요약하여 기록한 전자 기록 시스템인 My Health Record 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My Health Records Act 2012는 이 시스템을 규율하는 연방법이다. 동 법의 규율을 받는 병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란 단순 발생 가능성(possible)보다는 발생 개연성이 높은(probable) 상황을 말하

원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업자 그리고 해당 개인 등이 My Health Record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동 법

며, 심각한 피해는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 평판적 피해를 포함한다. 또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개연성 여

은 건강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스템을 취급하는 특정 주체들을 대상으로 My Health Record와 관련된 개

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OAIC와 My Health Record 시스템 운영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 개인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의 민감성

My Health Records Act에 따른 유출 통지 대상(보고 주체)은 My Health Record 시스템 운영자, 공인된 건강관리 기

- 한 가지 이상의 보안 조치로 보호되었는지 여부

관(registered healthcare provider organisations), 공인된 포털 운영자(RPO, registered portal operators),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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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③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정보의 종류, ④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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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부 서비스 제공 계약자(registered contracted service providers) 등이다.
분류

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My Health Records Act를 위반한 자, ② My Health Records

일반 문의

Act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My Health Record의 보안이나 무결성을 침해하는(했거나 또는 했을 수 있는) 사건(event)
이 발생한(했을 수 있는) 경우, ③ My Health Records Act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My Health Record의 보안이나 무결
성을 침해하는(했거나 또는 했을 수 있는) 상황(circusmstance)이 발생한(했을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목적 및 활용에 한해서만 건강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이 허용되며, 이 외에는 불법적인 수집, 이용 또는 제공으로
간주되어 유출 통지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 주체(보고 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가능한 즉시 관련 당국에 통지하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https://forms.business.gov.au/smartforms/landing.htm?formCode=APC_PC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https://forms.business.gov.au/smartforms/servlet/SmartForm.
html?formCode=OAIC-NDB

자는 OAIC 외에도 건강관리를 받는 개인에게도 직접 통지를 해야하며, 다수의 개인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

https://forms.oaic.gov.au/forms/complaint

FOI 불만 사항

https://forms.business.gov.au/smartforms/servlet/SmartForm.
html?formCode=ICCA_1

FOI 결정 검토 요청

https://forms.business.gov.au/smartforms/servlet/SmartForm.
html?formCode=ICR_10

정부기관의 FOI 기간 연장 요청

https://forms.business.gov.au/smartforms/servlet/SmartForm.
html?formCode=ICRF_1

발언 요청

https://oaic.writemsg.com/em/forms/subscribe.php?db=371540&s=10401
1&a=57903&k=7538d74

중에 공개해야 한다. 반면 시스템 운영자 이외의 보고 주체는 OAIC 또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건강관리를 받
는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대신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다수의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에 대해 ① 동일한 피민원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 ②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된 민원, ③ 법규나 사실의 실질적이고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 제기된 민원 등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집단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집단 민원은 구성원의 동의 없이 신청가능하며, 민원

다. 개인정보 피해 민원 신청

내용에는 ① 구성원을 밝히거나 설명(단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이름을 식별하거나 인원수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②
추구하는 피해 구제 방안 명시, ③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기된 민원의 본질 명시, ④ 구성원의 민원에 공동으로 적용되

개인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정보위원회(OAI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침해를 받은 개인이 직

는 법률이나 사실 명시 등 4가지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접 민원을 신청하거나 다른 개인의 동의를 받은 개인이 대신 할 수도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다수 민원인이
참여하는 집단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OAIC는 민원인이 피민원 기관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시도를 한 건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단,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과 관련된 민원이거나 위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피민원 기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

민원 처리 대상은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 또는 공인된 APP 프라이버시 규약을 위반한 경우,

기 전에 OAIC는 해당 민원이 OAIC의 조사 권한 내에 있는 사안인지 혹은 조사를 할지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

납세번호 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장(정보 프라이버시)의 규정 또는 공인된 CR 규약을 위반

한다. 또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민원 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관련되는 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증

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그 외 OAIC가 관여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프라이버시

인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OAIC는 조사에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민원인, 피민원 기관 또는 다른 필요한 자에

침해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OAIC의 조사 대상이 된다.

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OAIC는 민원이 다른 대체 민원 기관에 연관이 있으며, 대체 민원 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민원을 이관할 수 있다. 대체 민원 기관은 호주 인

민원 신청 시에는 민원인의 신원, 신고 대상 및 개인정보 침해로 제기된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

권 위원회, 연방 옴부즈맨, OAIC가 승인한 외부 분쟁 해결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은 OAIC에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피민원 기관에 직접 민원을 먼저 제기하여 민원 해결 시도를 해야 하
며, OAIC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불명확하거나 민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해
당 사실과 사유를 알린다. OAIC는 민원 접수 양식을 마련하고, 해당하는 경우 다른 관련 기관으로 이관할 수도 있다.

OAIC는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정(conciliation), 결정(determincation), 집행 (enforcement)의 절차를 거
친다. ‘조정’은 민원 처리의 어떤 단계에서도 가능하나, 만약 OAIC가 조사(또는 추가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정

온라인 민원 신청의 경우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웹 사이트 신고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을 통해 민원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 OAIC는 원활한 조정 협상을 위해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OAIC의 ‘결정’에 따른다. OAIC의 결정문에는 조사 절차, 관련 법적 근거, 민원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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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통지하는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수준과 보고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운영

https://forms.business.gov.au/smartforms/servlet/SmartForm.html?form
Code=APC_ENQ

개인정보보호 불만 사항

소비자 데이터 권리 불만 사항

동 법 제4장 건강관리를 받는 자의 My health Record에 포함된 건강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해 법에 의거한

웹 사이트

호주

My Health Records Act는 개인정보 유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My Health Record에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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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OAIC의 각 온라인 민원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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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는 3년째 운영 중으로, OAIC는 2018년 2월 이후 3,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OAIC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원인이나 OAIC는 연방법원 또는 연방 순회 법원(Federal Circuit Court)에 결정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 2020년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전년대비 7% 감소한 97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일

에 대한 ‘집행’을 명령하도록 기소할 수 있다.

안에 처리 완료된 건수는 80%였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관련 평균 처리 완료 기간은 62일이 소요되었다. 온라인 서비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직면한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2. 처리 실적

호주

스 확대와 더불어 개인정보 등록 및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건 발생의

06

자가 제출한 자료, OAIC가 확인한 사실 및 민원의 기각 여부, 위원회의 선언 또는 명령 등이 명시된다. 피민원 기관은

조직이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책임을 다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2020년 11월 OAIC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0년 동안 OAIC는 24,000건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불만 사항
및 약 800건의 FOI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약 6,000건의 FOI 결정 검토를 완료했으며, 212,000건 이상의 문의 사항
에 대응했다.
2020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민원은 7% 감소한 2,474건이었다. OAIC는 12개월 사이 목표치의 70%를 상회하는
94%의 개인정보보호 불만 사항에 대한 민원 대응을 완료했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Ⅳ. Cases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1. 아마존 오스트레일리아 서비스 (Amazon Australia Services Inc.)

[그림 2] 2020년 호주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많은 분야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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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7일, 청구인(저자)은 피청구인(아마존 오스트레일리아 서비스, Amazon Australia Services Inc.) 소유
의 출판서비스업체 CreateSpace Services Inc.를 통해 'Accidental Refugee: Cheating Wife'라는 제하의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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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판했으며, 이후 CreateSpace Services Inc.는 KDP(Kindle Direct Publishing Service)와 합병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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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청구인(저자)은 KDP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저자)은 출판과 관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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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e-book 플랫폼을 통해 ’Accidental Refugee‘이라는 제하의 eBook으로 재출판되었다. 그리고 재출판 과
하여 신원을 노출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저자명을 ’익명(Anonymous)’으로 표기하기로 요청하였고 실제로 단행본
과 e-book으로 출판된 도서에도 저자명을 가명으로 출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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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12월 15일경 한 개인(이하 ‘제3자’)이 피청구인(아마존)에 연락하여 해당 출판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고 법원을 모독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호주 연방정부에 제소되었다고 알려왔으며, 이어 연방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 문의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11,647건으로, 핸드폰을 통한 문의가 7,020건, 서면 문의

경찰 당국도 해당 출판물의 향후 사본에서 해당 부분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4,625건, 대면 문의 2건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18년 1월 9일과 2018년 3월 8일 사이에 피청구인(아마존)은 자체적인 콘텐츠 지침에 따라 해
이 외에 FOI 관련 문의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1,824건, FOI 불만 사항 접수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151건을 기록

당 출판물을 검토한 결과, 해당 출판물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18년 3월 8일 해당 출판물의 판매를 중단

했다. 처리 건수는 이월된 사안을 포함해 145% 증가한 174건이었다. FOI 불만 사항 관련 평균 처리 기간은 6.8개월

하고 문제를 제기한 제3자에게 해당 도서가 피청구인(아마존)의 모든 판매 채널에서 삭제되고 있음을 통지하였다. 그

로 나타났다. 정보위원장에 대한 정부기관의 FOI 결정 검토 요청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224건으로, 처리 건수 또

러나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아마존)은 문제를 제기했던 제3자에게 청구인(저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유출하였다.

한 23% 증가한 1,018건을 기록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8.3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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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금융(327건)이며, 그 뒤를 이어 정부 기관(310건), 건강 서비스 제공자(301건), 소매(177건),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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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공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저자)

고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조치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제3자에게 저자

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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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8년 3월 9일, 피청구인(아마존)은 청구인이 출판한 도서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의 개인정보(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아마존)에 문제를 제기하

특히, 피청구인(아마존)이 주장하는 제6원칙 개인정보 활용과 공개에 관한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감독기구는 호주 프라

년 11월 26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조사의 결과와 결정사항을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웹사이

이버시법(Privacy Act)이 예외상황이 언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따로 명시적인 정의를 두지 않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

트를 통해 2021년 8월 30일에 공개하였다.

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앞서 개인정보처리 주체(APP Entity)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호주

였으나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2018년 5월 25일에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9

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프라이버시법 52장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아마존)
은 청구인(저자)에게 배상액 3천 호주 달러를 지급하라고 최종결정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
마. 시사점

청구인(저자)은 피청구인(아마존)이 본인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하였
장했다. 또한, 청구인(저자)은 그 결과로 본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우울증과 불안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본 아마존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 주체의 내부 관행과 지침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으

있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구제책을 요구하였다.

며, 그러한 내부적인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

피청구인(아마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청구인(저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것과 같이, 법령이 규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의 해석에 있어 필요한 내부지침과 관행이 사전에 확립되어있지 않으면, 어

●

피청구인(아마존)의 판매 채널에서 본인의 저작물이 제외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

떠한 형태로든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청구인(저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과할 것

다. 피고인 주장

2. 7-Eleven Stores Pty Ltd
가. 개요

피청구인(아마존)은 청구인(저자)의 프라이버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다.
●

●

해당 정보의 공개는 프라이버시법 제16장이 규정하고 있는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permitted general situation)’

세븐일레븐(이하, ‘피청구조직’)은 호주 수도 특별 준주(ACT),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웨스턴오스

에서 “불법적인 활동이나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취하는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호주 프

트레일리아주에 700개 이상의 편의점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20년 6월 15일부터 2021년 8월 24일까지(이하,

라이버시 원칙(APPS)의 제6원칙 개인정보 활용과 공개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다.

‘관련 기간’) 내점고객의 경험을 조사하는 고객피드백 메커니즘(이하, ‘메커니즘’)의 목적으로 안면인식기술을 전국에

또한, 해당 정보가 제3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청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한

서 운용 중인 700여 매장에 도입했다. 해당 메커니즘에 사용된 안면인식 장비는 타사 공급업체(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의 정보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프라이버시법 제16장의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permitted general situation)’의

공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예외규정인 “법적 또는 합당한 주장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조치이었으므로, 이는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APPS)의 제6원칙 개인정보 활용과 공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

청구인(저자)은 KDP 서비스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KDP 약관과 피청구인(아마존)의 개인 정보 보호 약관에서 언급한

내점고객(응답자)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 장치를 이용하여 고객의 매장 내 경험에 대한 자발적인 설문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요건을 포함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아마존)은 이미 청구인(저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

각 태블릿에는 설문 조사를 완료할 때 고객의 얼굴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다.

관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고객의 얼굴 이미지는 개인이 태블릿을 처음 사용했을 때와 설문 조사를 완료한 직후 두 번에 걸쳐 캡처되었다.

●

태블릿으로 캡처된 고객의 얼굴 이미지는 Microsoft Azure 인프라(서버) 내에서 호주에서 호스팅 되는 보안 서버에
보안 연결을 통해 업로드되기 전에 약 20초 동안 얼굴 이미지가 태블릿에 저장되었다가 업로드가 완료되면 태블릿

라. 집행내용

에서 삭제되었다.
●

감독기구는 조사를 통하여, 피청구인(아마존)은 청구인(저자)의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의 제6원칙 개인정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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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원회(OAIC)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했다고 언급하며, 응답자들이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

며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찾아내고, 동일인일 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 이미지들에 ‘동일함’으로 분석결과 플

을 통해 제공한 것은 비록 암호화된 알고리즘으로 변환되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의 얼굴을 디지털로 표현

래그를 부여했다.

한 것이며, 피청구조직은 각 응답자의 얼굴을 '식별자'로 활용하여 같은 응답자가 여러 차례 설문에 응답을 남기는지를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친 이미지와 정보는 해당 서버에 7일 동안 보관되었으며, 응답자가 제출한 고객서비스 경험에

감지함으로써 응답의 적합성과도 연결했다. 따라서 이것은 응답자의 얼굴을 이용하여 각 개인을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문제를 식별하여 수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고객피드백의 응답 내용을 재처리하였다.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고 판단하였다.

호주

●

및 정보와 함께 전송되고, 이미지와 정보를 전송받은 저장소에서는 유사성 API를 통해 전송된 얼굴 이미지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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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끝난 얼굴 이미지는 다른 저장소로 전송되며, 지난 20시간 동안 같은 태블릿에 입력된 응답자의 얼굴 이미지

응답자의 얼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제공한 설문 조사의 답변도 암호화된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으며, 모
든 설문 조사의 응답에 타임스탬프를 통해 시간을 기록하고 관련 태블릿이 위치한 매장에 연결된 저장소로 전송되었다.

라. 집행내용
피청구조직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2021년 3월까지 약 160만 건의 응답자 얼굴 이미지를 확보했으며, 서비스 제공
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정보위원회(OAIC)는 피청구조직(세븐일레븐 스토어즈 Pty Ltd.)에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2020년 6월 15일부터 2021년 8월 24일까지의 관련 기간, 피청구조직은 언급된 고객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얼굴

호주 정보위원회(OAIC)는 2020년 7월 13일부터 프라이버시법 제42(2)항에 따라 응답자들에게 사전 조사를 시작할 계

이미지와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으므로 피청구조직은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

획을 전달하고, 본 조사를 통해 동 피청구조직(세븐일레븐)이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의 제3원칙 요청된(solicited)

하고 반복하지 말 것.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5원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통지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통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의 제3원칙 요청된(solicited)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5원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고객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수집한 모든 얼굴 이미지를 삭제할 것.

●

나. 피청구조직의 주장

해당 이미지 삭제를 완료하고 정보위원회(OAIC)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할 것.

정보위원회(OAIC)는 피청구조직(세븐일레븐 스토어즈 Pty Ltd.)에 프라이버시법 52장 규정에 따라 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문사항을 완수하라고 명령했다.

피청구조직(세븐일레븐)은 정보위원회(OAIC) 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얼굴 이미지와 수집된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은 응답자의 다른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안면인식 장비 때문에 수집된 정보 중

마. 시사점

어떤 것도 개인정보 또는 그와 연관되거나 매치한 바가 없다.
●

●

소수의 제한된 서비스 공급자의 직원들만이 시스템 오류 및 기타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에 액세

본 세븐일레븐의 사례는 목적보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예시하고 있다. 본 사

스할 수 있으며, 저장된 이미지들은 API 처리를 거친 후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

례를 통해 개인정보 활동의 설계에 있어 처리방법뿐만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정보의 범주와 분량에 대한 고

저장된 모든 이미지는 고유한 정보로서 분류되므로, 같은 응답자가 여러 차례 캡처된 이미지를 올리더라도 각각의 이

려의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지로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로 볼 수 없다.

다. 조사결과 및 결정근거
정보위원회(OAIC)는 조사를 통하여 피청구 조직(세븐일레븐 스토어즈 Pty Ltd.)가 고객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수집
한 얼굴 이미지와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하고, 피청구조직의 정보활동이 프라이버시법
의 규정과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APPS)의 제3원칙 요청된(solicited)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5원칙 개인정보 수집에 대
한 통지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29일 조사결과를 정보위원회(OAIC) 웹사이트를 통해 2021년 8
월 30일에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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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 제 체 계 현 황 조 사

다. Marriott의 주장
Marriott는 대응 조처를 위해 고객과 ICO에 신속하게 접촉했고, ICO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Marriott 측은 고객의 피
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처와 더불어 사건 이후 시스템 보안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조치를 취했다. Marriott
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에 전념하고 있으
며, ICO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 보안 조치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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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이번 과징금은 GDPR 침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행되었다. GDPR은 조직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
해야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합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② 목적 제한 원칙, ③ 정보 최소화
원칙, ④ 정확성 원칙, ⑤ 보관 제한 원칙, ⑥ 보안 유지 원칙, ⑦ 책임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과징금은 보안 유지 원
칙 면에서 Marriott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ICO의 조사는 Marriott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제출된 상세 내역과
증거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되는 처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GDPR 제56조는 주 감독기관
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 ICO가 감독기관 역할을 했으며, ICO는 과징금 통지 발행에 앞서 GDPR 제60조의
절차를 밟았다. GDPR 제60조는 합의 도달을 위해 최고 감독기관이 다른 감독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3월 31일 Marriott는 약 5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투숙객의 이름, 이메일, 멤버십 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
가 데이터 침해 사건으로 누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Marriott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동 사건이 Marriott 브랜드의 호텔
이 투숙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2020년 2월 말 프랜차
이즈 직원 두 명의 ID를 이용해 투숙객 정보에 로그인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Marriott에 대한 최근의 조
처는 과징금 규모에 있어서도 ICO가 광범위한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한편,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는 2021년 또는 2022년 중에 새로운 연방법률 소비자 개인정보 보
호법(CPPA; 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동 법률(안)은 현재 연방 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정보제공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컨트롤러의 책임을 확장하고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실패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

1. 개요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연방과 주 차원의 여러 법률에 의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개인

캐나다

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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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체계

2.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정보 보호와 관련한 입법요구는 1982년 연방통신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프라이버시와 컴퓨터(Privacy and
Computer)보고서를 시작으로 보는 것이 통념이다. 동 보고서는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언

가. 개요

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총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성문화된 법률이 본격적으
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구사회 전반에 나타난 움직임으로, 이후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제정에 영향을 받은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과 더불어 1983년 7월에 발효되었으며, 연방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이 캐나다 연방과 여러 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제정되었다.

및 각 주 정부의 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초이며, 이후 IT부문의 기술발달과 전자상거래부문의 급격한 성장으로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부상함
에 따라서 2001년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이 2004년 1월에 발효되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큰

나. 개인정보의 정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일부 주에서 독자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개인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를 포함하는지를 불문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
정리하면, 현재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①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과 ② 민간부문 상

보(information about an identifiable individual)”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동 법에서 언급하는 정의에 따른 예시이다.

업 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 활용과 관리(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폐기)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개인정보보
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 ; Fed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으로 크게

① 인종, 국가, 민족적 배경, 피부색, 종교, 연령, 결혼 유무 등

양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된 이유는 각

② 교육・건강・범죄・고용 기록, 금융거래기록 등

각의 부문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정보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개인에게 부여된 식별번호 또는 유사한 기능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④ 개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지문, 혈액형, 연락처 등

이에 추가로 주 정부가 PIPEDA를 대체하여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③ 앨버타 주 개인정보보호법 (PIPA Alberta;

⑤ 개인의 의견 및 견해

Albert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④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BC; British

⑥ 개인이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정부기관에 전달한 통신문과 그에 대한 기관의 응답

Columbi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⑤ 퀘벡 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Quebec’s An act

⑦ 특정인에 대한 개인의 견해 또는 의견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을 총칭하여 캐나다 프라이버시법

⑧상
 기 ⑥호에서 언급된 기관 혹은 그 부서가 그 개인에게 응답한 내용에 관한 타인의 견해 및 의견(단, 그 개인의 이

(Canadian Privacy Statutes)이라 한다.

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⑨ 다른 정보와 함께 연계되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의 정보

[표 1]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
연방법
공공부문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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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

주법
Alberta

Privacy Act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

알버타 개인정보보호법
PIPA Alberta

Quebec

퀘백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Quebec Privacy Act

British

브리티시 컬럼비아

Columbia

개인정보보호법 PIPA BC

그러나 프라이버시법의 제7조, 제8조 및 제6조와 정보접근법의 제19조는 아래의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2)
① 연방정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
②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공급계약을 수행한 개인의 업무에 관한 정보

22) 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privacy-laws-in-canada/the-privacy-act/pa_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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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캐나다의 성문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982년 제정된 공공부문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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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허 및 인허가 정보를 포함한 특정 정보

마.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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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망한지 20년 이상 경과한 개인에 대한 정보

다. 적용범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 해당 기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허
용되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① 정보 주체가 별도로 승인하거나, ② 동법 제8조 2항에 기술된 정부 기관간 정보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이용· 공개·보유하는 개인의 식별

캐나다

(1) 수집 관련

를 전송23)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직접 정보 주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통상 노령보장연금, 고용보험, 출입국기록, 범죄기록, 납세정보 등으로 예시될 수 있다. 그러
나 정당, 상하원 정치인, 법원, 민간조직은 동 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 법은 정부기관이 수집과정에서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정보수집의 목적을 고지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수집목적 고지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나 고지로 인해 수집된 정보이용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캐나다 국민이나 이민 및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2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는 동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열람권을 인정하

관이 수집목적에 부합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 법 제8조 2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고 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파일을

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정보를 제3자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공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열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하고 있다. 동 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항목은 동법 제7조와 제8조 2항에 기술되어 있다.24) 그러나 아래와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그러나 동 법은 아래의 경우 30일 응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한다.

① 30일 이내 회신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① 공공기관이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30일 이내 회신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②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또는 정보제공을 승인하는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③ 번역 또는 정보를 대체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③법
 원 또는 정보생성을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의 소환장, 영장, 명령이나 기록생성에 관한 법원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

또한 동 법은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파일 열람요청에 대한 거부권도 인정하고 있다.

④ 연방정부나 유관기관에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연
 방이나 주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거나 법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사기구가 정보 제공의

① 정보공개가 정부 또는 국제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거나 국가 방위에 해를 끼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규정에서 명시한 수사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작성된 경우
③ 정보공개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한 경우

목적과 제공 대상 정보를 밝히고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⑥연
 방정부나 그 기관, 주정부, 외국정부, 국제기구, 각국 정부가 설립한 국제기구 혹은 그러한 정부나 기구 간의 협정,
협약에 따라 법률을 시행하거나 법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변호사-클라이언트 권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⑦ 정보에 관련된 정보제공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열람에 따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⑧내
 부감사 목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원(Comptroller General) 및 규정에서 정
한 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한편 정보 주체는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① 자신의 정보가 정부 기관에 의해 부적절하게 수집·이용·보관·

⑨ 기록을 목적으로 연방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Canada)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개·이전·폐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인의 정당한 열람요청이 거부된 경우, ③ 정당한 열람요청이 부당하게 지

⑩ 연구 및 통계의 목적으로 관련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조정관(AITP)에게

⑪ 정보제공으로 인한 공익이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명백하게 더 큰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다.

⑫ 정보제공이 정보제공자에게 명확히 이로운 경우
23)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P-21/FullText.html#h-397260
24)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P-21/FullText.html#h-39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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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관련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동 법의 개인정보 공개의 핵심사항은 ‘동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의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보호의 주요한 수단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행정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정보를 취합하여 개인정보 은행(Personal

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색인(index)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시(publish)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인정보 색인에는 다음과 같
은 정보가 포함된다.

3.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Information Bank)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나아가 동 법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07

(3) 개인정보 은행 및 색인

① 은행의 명칭과 개요, 제71조 1항 제(b)목에 따라 지정된 기관장에 의해 해당기관에 할당된 등록번호, 은행내 수록
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의 등급 표시,

가. 개요

② 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명칭,
③ 은행에 수록된 개인정보에 관한 청구를 담당할 담당자의 직책과 주소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는 2004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자체 개인정보보호 법을 독자운용하고 있는 앨

④ 은행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목적에 대한 설명

버타 주, 퀘벡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

⑤ 은행내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보유 및 폐기 기준에 대한 설명

히, 동 법은 상업 활동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폐기하는 정보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표 2]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구성

(4) 정확성 유지

구분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가능한 최신의 상태와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모든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상에서 오류나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 정보제공자에 정정을 요청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정정되지 않은 경우, 정부기관은 정정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해당정

제1절 개인정보보호
(Division 1.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보 파일에 부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보관 관련

제1장
(Part 1)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기관이 이용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가 요청하지 않는 한 최소 2년 동안 보관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접근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이 완수되는 시점까지 보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이 규정하는 정보보관에 관한 조항은 동법 제4조와 제5조에 기술되어 있다.25)
(6) 공개 제한

제2장(Part 2)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집·보관중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

제3장(Part 3)

면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의 원래 목적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② 연방법에서 공개가 승인된 경우
③ 법원이나 정보감독기관의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④ 공개에 따른 이익이 손실을 명백히 능가하는 경우

제4장(Part 4)
제5장(Part 5)
제6장(Part 6)

제2절 권리 구제
(Division 2. Remedies)
제3절 감사
(Division 3. Audits)
제4절 일반 조항
(Division 4. General)
제5절 경과 규정
(Division 5. Transitional Provisions)
전자 문서
(Electronic Documents)
캐나다 증거법 개정
(Amendments to the Canada Evidence Act)
행정위임입법 개정
(Statutory Instruments Act)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Statue Revision Act)
시행
(Coming into Force)

주요 내용
- 정의, 목적, 적용범위 등
-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제공자의 동의 획득의무,
고용관계, 동의 없는 이용, 개인정보 접근요청,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
-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제기 및 감독기구 조사 절차
및 권한, 법원 심리 절차, 준법 협약 조건 등
-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기구 감사 권한 및 결
과 보고 절차
- 감독 기구 기밀 유지 의무, 정보 공개 요건,
주 정부와의 협력 체계, 연례 보고서 발간 등
- 예외 적용 사항 및 효력 상실 시점
- 전자 문서의 정의, 목적, 적용범위 등 종이문서의
대안으로써 전자 문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 등

- 주무 부처 지정

⑤ 공개에 따른 공공이익이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실을 능가하는 경우

25)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3-508/page-1.html#h-87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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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당 기관의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 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색인 등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의회법
(Acts of Parliament)
규칙 및 기타 문서
(Regulation and Other Instruments)
조직
(Organization)

반면, PIPEDA는 ①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규율되는 공공부문 조직, ② 독자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용하고 있는
주의 민간조직, ③ 비영리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민간 조직, ④ 보도·예술·문학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조직, ⑤ 민간 조직에 소속된 피고용인의 성명·직위· 회사주소·전화번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회법 내 관련 조항 명시

다만, 언급된 ②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 주 경계 또는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과 캐나다 연방규제의

- 연방 부동산 규칙(Federal Real Property
Regulations) 관련 조항 명시

적용을 받는 아래의 조직들은 PIPEDA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세계 반도핑 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및 관련 개인정보 명시

캐나다

부칙 2
(Schedule 2)
부칙 3
(Schedule 3)
부칙 4
(Schedule 4)

- 1부 :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고려
- 2부 : 개인정보의 수집
- 3부 : 개인정보의 처리
- 4부 : 개인정보의 무결석
- 5부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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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Schedule 1)

개인정보보호 모델 규약으로 명명된 캐나다의 국가
표준 원칙
(Principles Set Out in the National Standard of
Canada Entitled Model Cod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① 캐나다 전역에서의 선박을 운용하거나 해상운송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
② 캐나다 각 주 경계를 통행하는 철도, 운하, 전신 사업자,
③ 캐나다와 국외를 운항하는 정기선 사업자,

나. 개인정보의 정의

④ 공항, 항공기 및 항공항로 관련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에서도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information about an

⑥ 캐나다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의 지점을 포함한 은행업,

identifiable individual)’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주관적인 정보를 포함하

⑦ 특정 주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는 개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⑧ 주 의회가 사업의 결과가 캐나다 전역 또는 다른 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선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주 의회의 배타적 입법권한 밖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6)

또한 단편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정보도 모두 개
인정보의 범주로 확장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나이, 이름, 인종, 국가, 민족, 종교, 연령, 결혼여부,

한편, 캐나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OPC는 특정 기업이 PIPEDA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및 고용이력, 금융정보, DNA정보, 사회보험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상업 활동의 대상이 되
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개인의 의견이나 태도, 특정 개인의 클레임 여부도 PIPEDA가 인식하는 개인정보의 한 종
류로 예시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이름, 직위, 회사주소, 전화번호 등은 PIPEDA가 인식

라. 정보주체의 권리

하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캐나다 법률이 규정하는 제한적인 예외상황 이외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폐기에 관한 정보제
또한, PIPEDA는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의 개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건강정보를 생

공자의 권리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동의’이며, 이를 통해 정보제공자인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조직에 제공할지 여

존여부를 불문하고 개인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①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관한 정보, ② 개인에게 제공된 의

부와 이미 제공된 정보에 관한 접근과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는 정보제공

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③ 특정 개인의 신체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및 검사에 관한 정보, ④ 개인에게 제공될 의료서비

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PIPEDA는 조직(정보컨트롤러)의 책임을 정

스 정보, ⑤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우연히 수집된 정보 등을 말한다.

보제공자의 능동적 요청에 따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보활동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 적용범위

캐나다 프라이버시법(Canadian Privacy Statutes)을 구성하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PIPEDA는 조직이 정보 주체
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정보수집의 목적을 고지하고, 또한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라도 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은 민간부문의 상업 활동 중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리(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

는 ① 컨트롤러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② 정보 레코드의 오류내용을 수정할

폐기) 전반에 적용된다. 즉, 상업 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수반되는 개인정보활동을 규율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③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④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사단, 조합, 노동조합 등 민간 조직(organizations)의 정보활동규제에

보호정책 및 관행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IPEDA가 적용대상으로 언급하는 개인정보는 ① 기업이 상업 활동의 과정에서 수집·
이용·보관·공개하는 정보, ② 기업의 직원 또는 구직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폐기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174

26) https://www.priv.gc.ca/en/report-a-concern/leg_info_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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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⑤ 라디오 및 TV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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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공자의 동의의 표현방식은 대상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동의의 절차는 정보를 수집하는 상
황과 유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는 법률이나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합리적으로 유효한 통지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를 달리 요약하면, PIPEDA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동의는 다음
(1)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의 10대 원칙

캐나다

4가지 사항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28)

PIPEDA 부칙1호(Schedule 1.)는 국가표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는 PIPEDA의 핵심을 이루는 10가지 원칙을 아
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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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27)

① 정보 주체는 어떤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② 제공된 개인정보가 누구와 공유될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표 3]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10대 원칙

순번
제1원칙
제2원칙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제4원칙

설명
조직은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책임을 지며, 이를 전담하는 책임자 1인 이상
을 지정해야 함

(Accountability)
목적 명시
(Identifying Purpose)
동의
(Consent)
수집 제한
(Limiting Collection)
이용·제공·보유 제한

제5원칙

제6원칙
제7원칙
제8원칙
제9원칙
제10원칙

(Limiting Use, Disclosure
and Retention)
정확성
(Accuracy)
안전성 확보 조치
(Safeguards)
개방성
(Openess)

고 있는가?
④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와 위험요소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필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캐나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OPC는 ① 관리가능하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

조직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정보 수집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명시해야 함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에 관한 내용을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을 위해서는 개인
의 인지(knowledge) 및 동의(consent) 필요

③ ‘동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일반인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은 조직이 명시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
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함

한편, 캐나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OPC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직접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모 또

목적 명시의 원칙(제2원칙) 및 동의에 관한 원칙(제3원칙)과 긴밀하게 연
결됨

성숙도를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의 절차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여부에 상관

개인정보는 이용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의 것이어야 함

목적의 수립과 다른 책임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의 민감성에 적합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의해 보호되
어야 함
조직은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개
인에게 즉시 제공해야 함

는 보호자의 동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직접 동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청소년의
없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PIPEDA에 따른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또한,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 OPC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공개·폐기 등의 프로세스에 관한 동의는 명시적으로
든 묵시적으로든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대상 정보의 민감성과 제공자의 합리적인 기대치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
다고 권고한다. OPC 규정에 따르면, 동의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이어야 하지만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사실을 해당 개인에
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함

는 ‘묵시적’ 동의의 효력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조직은 ① 특별히 민감한 정보의 수집·이용·보관·공개·이

(Individual Access)
준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
(Challenging Compliance)

개인은 조직의 규정 준수를 책임지도록 지정된 사람에게 상기 원칙의 준수
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용·보관·공개가 상당한 위험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접근 권한

전·폐기의 경우, ② 해당정보의 수집·이용·보관·공개가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벗어나는 경우, ③ 해당정보의 수집·이

1) 동의 없는 정보 수집
(2) 동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은 원칙적으로 정보수집 과정에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 정보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은 민간 부문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의 모든 정보활동(정보의 수집·이

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가 없다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용·보관·공개·이전·폐기)에 있어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수요소로 보고 있으며, 정보 주체는 동의 절차를 통
해 조직(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 분명히 정보제공자에게 이익이 되며 적절한 시점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정보 수집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제공한 ‘동의’의 유효성은 정보 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동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

②정
 보 주체의 인지나 동의하의 수집이 정보의 가용성ㆍ정확성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협정ㆍ법률 위반의 조사

하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동의는 제시된 목적달성을 위해

27) 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privacy-laws-in-canada/th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nd-electronic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부분적인 활용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documents-act-pipeda/p_principle/principles/p_consent/
28) 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privacy-laws-in-canada/th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nd-electronicdocuments-act-pipeda/p_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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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③ 언론ㆍ예술ㆍ문학적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④ 공적 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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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원칙

내용
책임성

③제
 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하는 것에 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동의된 목적에만

①조
 직이 활동 과정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에 유용하다고 믿
어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를 인지하고, 그러한 조사의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② 정보제공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PIPEDA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고지와 동의획득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③통
 계 및 학술상의 연구나 조사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정보로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며, 조직이 이용 전에 정보의 이용을 위원장

① 조직이 활동 중에 캐나다 연방이나 주 또는 외국 재판관할권의 법률에 대해 행해졌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곧
진행될 위반 행위의 조사에 유용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로 해당 정보가 그 위

캐나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획득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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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이용·보관·공개 제한29)

(Commissioner)에게 알리는 경우,
④ 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 행위의 조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② 개인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행동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4) 동의 없는 정보 제공

③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통계, 학술 연구, 조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정보가 기밀성을 보장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조직이 해당 정보의 사용에 앞서 감독기관에 통지한 경우

는 목적에 대해서 보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 제공에 관한 개인의 인지와 동
의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정보보호 관행을 벗어나는 행위는 반드시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

그러나 개인의 인지 혹은 동의가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컨트롤러)은 제공된 정보의 종류와 보관위치, 이용내역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상시
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과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
한 지침과 절차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조
 직을 대리하는 변호사(advocate)나 공증인(notary), 또는 법정변호사(barrister)나 사무변호사(solicitor)에게 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정보제공자가 조직에게 지고 있는 부채를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OPC는 개인정보의 이용·보관·파기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③법
 원 또는 정보 생성을 강제할 수 있는 기구의 소환장ㆍ영장ㆍ명령 혹은, 기록의 생성에 관한 법원의 규칙을 준수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개인정보의 새로운 이용목적이 추가되는 경우 문서화할 것

④ 조직의 주도로 조사기구, 정부 및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보관된 개인정보에 대한 직원의 접근을 제한 및 모니터링하고 승인 없이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⑤ 정보제공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상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법적 요구사항, 제약, 이의제기를 고려하여 정보의 최대보관기간과 최소보관기관을 설정할 것

⑥통
 계 및 학술상의 연구나 조사 또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정보로서, 동의를

④ 특별한 목적이 없거나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는 파기할 것
⑤ 정보매체의 형태에 따른 최선의 폐기방안을 마련할 것, 예를 들어, 서류는 안전하게 파쇄하고 디지털 미디어는 효과
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고, 향후 통계 등의 목적으로 정
보를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익명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을 이용할 것

얻기가 불가능하며, 조직이 정보 제공 전에 이를 감독기구 OPC에 알리는 경우,
⑦역
 사적 기록 또는 기록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기록의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그러한 보존의 목
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⑧ 정보가 기록된 지 100년이 지난 경우,

⑥ 컴퓨터, 복사기 및 휴대폰과 같은 전자장비 폐기 전에 모든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⑨ 특정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자가 사망하고 2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⑦ 개인정보 이용·보관·제한·폐기에 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임직원의 교육을 실시할 것

⑩ 공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⑪ 조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로서, 협정ㆍ법령 위반의 조사와 관련하여 합당한 목적을 갖는 경우,

3)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⑫ 법률에 의하여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에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부칙 1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제한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PIPEDA는 정보제공자
의 동의가 없어도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9) 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privacy-laws-in-canada/th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nd-electronicdocuments-act-pipeda/p_principle/principles/p_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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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IPEDA는 이미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수집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 제시된 목적 이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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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보관하던 조직)은 피공유기관(정보를 공유 받는 제3자)이 해당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

4. 기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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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할 책임을 이전 이후에도 계속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 이전을 정보 주
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PIPEDA에 대응하는 앨버타 개인정보보호법 (PIPA Alberta)에서는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정
보공유조직은 반드시 ① 공유되는 정보가 이용·보관·공개·폐기될 국가와 피공유조직의 명칭, ② 정보공유가 승인된 이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과 프라이버시법(Privacy

유와 목적, ③ 캐나다 외부 피공유조직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행에 관한 서면정보에 접근방법, ④ 피공유조직의 개

Act)이 큰 체계를 형성하고 연방 감독기구 OPC에 의해 많은 케이스가 규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 기준과 규

인정보 수집·이용·보관·공개·폐기에 관한 정보 주체의 질문에 피공유조직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 정보를 포

율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기타의 법령으로 규율하기도 한다.

캐나다

가. 개요

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퀘벡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Quebec Privacy Act)에서도 Quebec주 외부의 피공유기관에

앨버타 주 ,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퀘벡 주에는 연방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와 실질적으로 유사

전송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잘못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용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규

으며, 공유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퀘벡 주 외부로의 개인정보 전송을

율하고 있다. PIPEDA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사고는 PIPEDA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

거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 자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사. 집행

- 앨버타 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berta)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B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ritish Columbia)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OPC는 정보 주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의무와 조

- 퀘벡 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사·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기의 법률은 앨버타 주, BC주와 퀘벡 주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민간조직에 적용된다.
정보 주체가 제기한 불만사항을 OPC는 조사해야 하고, OPC의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준비된다. 이

그러나 ① 주 경계 또는 캐나도 국외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거래, ②연방 당국의 규율을 받고 있는 은행· 통신·운송에

를 토대로 정보 주체는 고소인의 자격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소조직에 대하여 개인정보

종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방의 PIPEDA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행을 개선하고 고소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동의
각 주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의 핵심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조직이 제공자의 동의를 확보하였는가 여
부이다. PIPA Alberta를 비롯한 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동의와 철회(변경)절차
를 통한 정보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의 획득과정에서 정보수집의 목적, 제공하는 종류와 내용에 대한 정보주체
의 충분한 인지여부는 동의획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조직은 정보제공자
에 충분한 정보제공 후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정보수집에 필요한 1차적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주 정부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통신, 구두, 서면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될 수 있으며, ‘명시적’ 동의 외에도
‘암묵적’ 동의의 효력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능동적인 동의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프로세서)에 의한 동의요청을 정보제공자가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는다
면 합리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이를 묵시적 동의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의사에 관한 철회(변경)요청이 접수되면, 조직은 즉시 요청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이외의 목적으로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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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고 10만 캐나다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퀘벡 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Quebec Privacy Act)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 최고 10만 캐나다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앨버타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개인정보보호법(PIPA BC)의 경우, 수집된 정보의 공개

있으며, 후속조치 위반에는 최고 20만 캐나다 달러의 과징금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③ 제공자가 공개요청

나아가 감독기구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와 감독

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도 법률

기관의 후속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도 각각 최고 10만 캐나다 달러, 20만 캐나다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캐나다

와 관련하여 조직은 반드시 ① 제공자에게 목적을 제시하고 공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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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3) 이전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조직에서 수집·사용·공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여러 규제가

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 조직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① 서비스 제공조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의 건강정보보호체계에서 언급하는 정보는 공적자금병원, 장기요양시설, 재택요양서비스, 요양

직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행에 정보제공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② 서비스 제공조직의 개인정

원, 가정의, 전문의, 치과의사, 약사, 카이로프랙터, 심리치료사, 검안사, 병리검사시설, 개인클리닉, 보건부 등의 연방

보 수집·사용·공개·보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의 이름·직위·직함에 관한 정보도 반드시 제공

기관, 공중보건기관, 의료관련 자선단체, 공립·사립학교의 의료부서 등이 취급되는 개인건강정보의 수집·활용·보관·폐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직이 이전에 수집한 정보를 캐나다 외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한다.

4) 직원의 개인정보30)

캐나다의 건강정보보호 체계의 큰 틀은 다음의 4가지 법률로 규정될 수 있다.

앨버타 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는 직원을 조직의 견습생, 자원봉사자 및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 캐나다 연방 감독기구 OPC의 관할이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직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 경우에도 PIPA Alberta에서 명시된 규정에

-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조직이 특정 개인(직원)과의 고용관계를 형성 또는 종결하기 위

- 연방, 주 또는 준주의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와 ②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전(前) 직원의 개인정보에 한
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3개 법령 이외에 아래 주에서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개인건강정보법을 운용
하고 있다.

그러나 재직 중인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 뉴브런즈윅 주: 개인건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법(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ivacy and Access Act)
5) 개인정보 보호책무

-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 개인건강정보법(Personal Health Information Act)

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조직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함에 있어,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책임을 부

- 노바스코샤 주: 개인건강정보법(Personal Health Information Act)

여하고 있다. 또한 조직은 정보제공자의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

- 온타리오 주: 개인건강정보 보호법(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집행31)
앨버타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개인정보보호법(PIPA BC)는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감독기구의 정식조사와 시정요구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소조직은 제시된 기한 내에 시정요
구를 이행하거나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감독기구의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정보제공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소인 자격으로서 피고소조직을 상대로 정식으
로 법률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도 PIPA Alberta와 PIPA BC는 위법행위에 대하
30) https://www.alberta.ca/personal-employee-information.aspx#jumplinks-0
31) https://www.dlapiperdataprotection.com/index.html?t=enforcement&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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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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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PC의 주요 기능
세부내용

1. OPC(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피해구제

캐나다

- 각종 불만사항이나 신고 접수
- 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소환,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 조사
-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화해유도, 분쟁조정 등을 통한 해결
-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접근권 행사 거부 시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가. 개요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각각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진 반면, 개인

-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조사·감독

- 법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정보제공

정보보호 감독기구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통합하여 관장하는 일원화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정보보호원칙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질의 접수, 처리
-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 및 의견 제시

정책 및 입법자문

-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자문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심사 시행 및 자문

설립되었으며, 2001년 PIPEDA의 제정 이후 민간부문의 업무도 함께 관장하도록 확장되었다. OPC는 프라이버시법
에 근거한 의회소속 법정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이다. OPC
는 의회소속기구(Officer of the Parliament)로서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운영을 보

개인정보연구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 프라이버시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기자회견,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진행 및 웹사이트 관리
- 주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해외기구와의 협력

장받고 있다.
연방국가인 캐나다는 연방과 주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고 있고 개인정보감독기구도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
(1) 개인정보보호 위원장(Privacy Commissioner)

각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OPC는 캐나다 전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확립하

OPC는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1983년에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1인의 독임제 기구이다. OPC 기관장인 개인정보보호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OPC가 연방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과 개인정

위원장은 영국 여왕을 대신하는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상ㆍ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7

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을 모두 관장하게 됨에 따라 캐나다 개인정보 이슈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포괄적

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나, 직무수행에 있어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ㆍ하원의 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위원장

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의 적용이 캐나다 연방 전체에서 활동하는

은 차관급 지위를 가지며 유급의 직에 대해서는 겸직이 금지된다.

민간조직에 한정되었지만, 2004년 1월 이후부터 적용범위가 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모든 민간조직으로 확대됨에 따라 OPC의 업무범위도 그만큼 확장되었다.

(2) 개인정보보호 부위원장(Assistant Privacy Commissioner)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서는 부위원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총독이 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이고 재임이 가능하다. 주로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인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

나. 조직 및 역할

서법(PIPEDA)의 시행에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2018년 OPC체계는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유지와 보호관행 확립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규정준수와 프로모션
OPC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서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상·하원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직접 보고하고,

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새롭게 재편됨에 따라, 현재는 컴플라이언스 부문(Compliance Sector), 정책 및 진흥 부문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접수된 각종 민원·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처리, 관할 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정

(Policy and Promotion Sector), 기업 경영 부문(Corporate Management Sector)의 3개 부문과 법률지원을 위한

부와 의회에 대한 입법과 정책자문,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연구와 조사, 캐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식제고에 관한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s Directorate)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을 수행한다.
(1) 컴플라이언스 부문(Compliance Sector)
컴플라이언스 부문(Compliance Sector)은 법률 위반행위를 식별하고 연속적인 집행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인의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조사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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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3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공공교육과 커뮤니케이션활동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전략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

개인정보보호법 준법감시국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수집·사용·공개에 관한 활동을 조사하고 규율한다. 또한 연방기관이

을 두고, 미디어모니터링 및 분석, 여론조사, 미디어대응, 출판물, 특별 이벤트,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권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연방정부조직의 감사를 포함하여 사전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제고 활동을 담당한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또한 OPC정보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책임에 관한 대중과 조직의 정보요청에 대한 대응도 담당한다.

캐나다

1) 개인정보보호 준법감시국(Privacy Act Compliance Dir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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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커뮤니케이션위원회(Communications Directorate)

2) PIPEDA 준법감시국(PIPEDA Compliance Directorate)
PIPEDA 준법감시국은 상업 활동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사용·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 조직에 대한 조

(3) 기업 경영 부문(Corporate Management Sector)

사와 감사를 포함한 사전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 경영 부문은 인사부, 재무관리부, 정보관리·정보기술부, 사업계획, 성과·감사·평가부 등 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
으며, OPC 운영전반에 관한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정준수접수해결국은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과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

(4)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s Directorate)

부문에서의 불만사항 접수와 조기해결 시도, 데이터침해 보고서 검토와 후속조치, 위반행위 조사, 준법 모니터링 업무

법률서비스위원회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과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관련 조사와 감사에 관련된

를 수행한다.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OPC운영에 관한 법률지원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OPC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사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3) 규정준수접수해결국(Compliance, Intake and Resolution Directorate)

자들과 함께 OPC를 대표한다.
(2) 정책 및 진흥 부문(Policy and Promotion Sector)
정보제공자의 권리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조직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실용적인 정
보지침의 개발과 홍보,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에 대한 검토, 특정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 각 주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현황

산하에 정부자문위원회,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정책연구의정위원회, 기술분석위원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을 두고 있다.
캐나다 연방과 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각 주정부는
1) 정부자문위원회(Government Advisory Directorate)

아래와 같이 자체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자문위원회는 특정 프로그램에 따른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권고를 제공하고 정부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자문활동을 담당한다.
2) 비즈니스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Directorate)

[표 5] 캐나다 각 주의 감독기구 현황
구분

비즈니스자문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민간조직의 기존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한 검토와 사전 예방적 업무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 정책연구의정위원회(Policy, Research and Parliamentary Affairs Directorate)
정책연구의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입법 활동, 정부 정책 및 민간부문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

의회에 대한 OPC위원의 출석지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지침개발, 새로운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한다. 동 이사회는 외부연구원 및 비영리단체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확대발전시키
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OPC기여프로그램 활동도 관장한다.
4) 기술분석위원회(Technology Analysis Directorate)
기술분석위원회는 전산 및 디지털미디어의 기술동향분석을 통해 디지털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영향에 대한

준주

주/준주

감독기구

Alberta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Alberta

British Columbia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Manitoba

Office of the Ombudsman

New Brunswick

Office of the Integrity Commissioner for New Brunswick

New Foundland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Quebec

Commission d'acces a l'information du Quebec

Nova Scotia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Nova Scotia

Saskatchewan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Saskatchewan

Ontario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Prince Edward Island

Yukon

Ombudsman and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the Yukon

Northwest Territories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Nunavut

평가와 연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기술이슈에 관한 전략적 분석과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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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PC는 모든 조직에 ‘안전성 확보조치 (Safeguards)’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조치 신고의무
규칙’(What you need to know about mandatory reporting of breaches of security safeguards)을 통해 OPC

1. 개요

항(제33조, 제34조)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규제 영향분석서(Regulation Impact Analysis
Statement)에서는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해당 규정과 GDPR의 관련규정 간의 유사성이 캐나다-EU 간 무역에 긍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의 10대 원칙의 ‘안전성 확보조치 (Safeguards)’와 ‘개인정보유출 통지규칙

캐나다

보고 및 개인 통지가 필요한 항목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동 규칙은 GDPR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통지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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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해구제체계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Breach of Safeguards Regulations)’에 따라, 유출사고(Data Breach) 발생을 인지한 즉시 OPC에 보고하고 정보
제공자에게도 유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은 유출사고의 발생에 따라 조직은 상당한 피해가

캐나다의 공공 부문 개인정보보호 법률인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

예상되는 경우의 통지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국(OPC)에 신고할 것을 연방 정부 부처에 대해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부는 강제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침해
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Privacy Breaches)을 마련하여 특정 유형의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첫째, 개인정보사고가 정보제공자에게 중대한 손해의 실질적인 위험(RROSH, Real Risk of Significant Harm)을 야

(OPC)에 신고할 것을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기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 7] 개인정보 유출 사고신고 관련 법규

지체 없이 OPC에 유출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법집행기관, 서비스제공자 등과 공조하여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피
해를 감소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조직에도 유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셋째, 서면으로 OPC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Act)

[표 6]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
절차
신고 대상 판단

- 민감성
-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OPC 신고

- 개인정보 유출 경위
- 개인정보 유출 시점
- 피해를 입은 개인의 수
-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노력
- 유출 사실의 통지 절차

기록 작성

- 사고 발생 날짜 또는 추정 날짜
-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성격
- OPC 신고 여부/개인 통지 여부

정보제공자 통지

대상 조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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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 개인정보 유출 경위
- 개인정보 유출 시점
- 피해를 입은 개인의 수
-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노력
- 유출 사실의 통지 절차
- 피해를 입은 개인이 유출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
- 조직의 내부 불만 처리 프로세스 및 OPC에 불만 제기 권한에 관한 정보

규칙
(Regulation)
지침(Guidance)

법규

주요 내용

PIPEDA 제1장(PIPEDA Division 1)

정의 조항 내 안전성 확보조치(Safeguard) 정의
규정

PIPEDA 부칙1의 제7원칙
(PIPEDA Schedule 1 - Principle 7)

안전성 확보 조치 원칙 규정

안전성 확보조치 침해 규칙(Breach of Security
Safeguards Regulations: SOR/2018-64)

PIPEDA에 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할 시
OPC 보고, 개인 통지, 기록 보관 의무를 규정

안전성 확보조치 침해의 신고 의무지침(What you
need to know about mandatory reporting of
breaches of security safeguards)

OPC 보고, 개인 통지, 기록 보관 의무 관련 상세 기
준 및 구체적인 절차를 해설

2. 개인에 의한 신고절차
OPC는 조직이 아니라 정보제공자인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감독기관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은 개인정보 침해·유출에 대하여 다음의 2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절차를 개시할 것을 권
유하고 있다.
첫째,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의 유형을 확인한다.
둘째, 책임 있는 조직유형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감독기구에 접촉한다.

- 피해 위험 감소 및 완화
- 법 집행기관
- 결제 기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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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조직 유형

적용되는 법률

감독기구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PC

지방정부 및 지방 공립기관,지역 대중교통
기관, 도서관, 공립학교, 병원 등

해당 주, 관련법에 의거

[표 5] 캐나다 각 주의 감독기구
현황을 참고

은행, 항공사, 전화 또는 방송회사 등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연방규제 사업체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OPC

소매점, 서비스, 호텔, 레스토랑, 보험,
엔터테인먼트 등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부문조직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또는 해당 주, 관련법에 의거

OPC 또는 [표 5] 캐나다 각 주의 감독
기구 현황을 참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 또는
해당 주, 관련법에 의거

OPC 또는 [표 5] 캐나다 각 주의 감독
기구 현황을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산하기관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등
헬스케어 전문가

07

Ⅳ. Cases

[표 8] 개인정보 유형별 규율

1. CoreFour Inc.
가. 개요
온타리오 주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부모인 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위반혐의로 2018년 6월32)
앱 운용회사 CoreFour를 감독기구에 제소함에 따라, OPC는 정식조사를 진행하고 2021년 5월 관련 내용을 공개하였다.
OPC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은 CoreFour가 Edsby를 운용과정에 있어, (1) 학생과 보호자에 개인정보 유출
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 왔으며, (4)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도 획득하지 못하였
으며, (5)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나. 고소인 주장
고소인은 CoreFour가 아래 사항으로 PIPED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 개인정보 보호조치 부재
- 해당 앱 비밀번호가 적절한 관리관행을 따르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
- 해당 앱에 게시된 학생의 프로필사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왔음
- 앱 운용사는 앱에 기재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프레임워크와 리소스, 보안지침을 갖고 있
지 않음
(2) 통지 및 보고의무 위반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리지침, 보고와 통지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성을 정보제공
자(학생과 보호자) 및 감독기구에 알리지 않았음
(3)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절차 부재
- PIPEDA에 따른 책임을 충족하는 적절한 보호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음
- 해당 앱에서 게시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운용사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2) E
 dsby Edsby 앱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교육자료 및 학습일정관리,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Saas시스템으로 온
타리오 주에 소재한 모든 공립학교와 일부 사립학교의 재학생, 학부모를 위한 통함 운용 학사관리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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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2) 유출사고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무도 위반하였고, (3)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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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에서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제3자와의 공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CoreFour는 (1) 개인정보 불만처리와 데이터 보존·파기에 관한 정책 일부에서는 조사가 진행된 시점에서야
에 게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특정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점을 들어 PIPEDA의 4.1.4와 같은 일부 책임

- 해당 앱의 계정신청서 상에서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사용·공개·저장에 관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획득하지 못했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으며, 그에 따라, 고소인의 자녀개인정보 폐기요구에도 즉각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결론에 따라, OPC는 CoreFour에게 (1) 해당 앱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할 것, (2) 정보보안을 책임질 IT
(5) 투명성

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책임을 분리할 것, (3)타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가져올 때에는 반드시 멀웨어 검사를 실시할 것,

- 자녀 계정과 보호자 계정연결을 위해 CoreFour가 발송한 계정설정 요청에서도 링크된 페이지에 대한 설명과 동의 내

(4) 이상에 언급된 정책·절차· 조치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명령하고, 이상의 내용을 구현하는 조치를 문서

용,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
- 또한 CoreFour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검토한 결과,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공유하거나 판매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음

캐나다

(4)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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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2) 직원·컨설턴트·계약자 및 학생에 대한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없었던 점과 (3) 웹

화하고 이를 자격을 갖춘 제3의 독립기관보고서를 통해 검토하고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한 명령에 따라, CoreFour
는 2020년에 악성코드 검사기능을 해당 앱에 추가하고, 정보보안사고 기록을 위한 ISO27001인증도입과 함께 외부기
관 평가·보고를 포함한 사항을 이행했다고 2021년 3월 29일에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는 동 사례를 통해서, 특정 조직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와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인식에 까지 조직의 역할이 관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재적이든 비실재적이든지를 막론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과 전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reFour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의혹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함에 따라 부적절하게 해석되었다
고 반박했다.

2. Desjardins

(데이터 보호관행 상의 미비점과 보호기능개선) CoreFour는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 중 비밀번호 보관과 프로필 이미지
관리 상의 보안취약점 취약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해당 정보제공자에 통보하고 시정하였으며, 앱의 기능과 개인정보

가. 개요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업과 개인정보 보호관행을 문서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19년 5월 27일, Fédération dese Caisses Desjardins du Quebec(이하. 데자르댕)은 최대 970만 명에 영향을
(제3자와 정보거래 의혹) 또한, CoreFour는 자사의 수익은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교, 교육청, 교육당국

끼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고했다. OPC와 함께 퀘벡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제출된 사고보고에 따르면, 유

이 지급받는 수수료에만 기초한다고 언급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나 판매하지 않고

출된 정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회보험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및 거래내역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수익화하지 않는다고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포함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OPC와 퀘벡 주 감독기구는 합동조사33)에 착수했으며, 해당 사고는 소속 마케팅팀 직원에 의해 최소한 26

라. 시사점

개월 동안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데자르댕의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위탁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책임 요건을 충
족했는지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감독기구는 데자르댕과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궁극적으로, 감독기구 OPC는 CoreFour가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관행을 사전에 확립했더라면 그러한 고소인의 우려

(PIPEDA)가 요구하는 책임, 데이터 보존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와 문제제기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CoreFour의 보호 장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러나 고소인이 지적한 비밀번호 관리상의 취약성에 따른 어떠한 침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프로필 이미지와 관련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데자르댕가 보관한 개인정보는 ‘신용데이터센터’와 ‘은행데이터센터’에 따로 저장

한 취약점을 인지하였을 때에 즉시 PIPEDA규정에 따라 보고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나마도 프로필

되었으나, ‘신용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따로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었으므로 인가자는 개인정

이미지와 관련한 유일한 위반사항은 고소인 자신에 의해 비롯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능

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사고는 ‘신용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공유드라이브

성은 없었으므로 CoreFour가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보호자들에게 피해발생사실로 알릴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

에 복사하여 유출하는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 언론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약 4만 달러에 제3자에 거

하였다. 또한 CoreFore는 학생과 보호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PIPEDA의 보고·통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적
절한 절차와 기록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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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
 자르댕은 주로 퀘벡에서 영업하지만 캐나다 다른 주와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퀘벡 프라이버시법(Quebec Privacy Act)이 아닌 연
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규정에 따라 OPC가 조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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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reFour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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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까지 보상, ⑤ 신원도용에 따른 피해회복 절차를 위한 변호사과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무제한 영구적으로 제공,

적인 침해행위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데이터 보존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혐의

⑥ 사고 후 5년간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와 신분도용 피해를 보상하는 5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도

로 데자르댕을 정식으로 제소하기 이른다.

록 권고되었다.

나. 고소인의 주장

화, ④ 보안표준 및 지침 정비, ⑤ 직원교육과 인식제고활동 실시, ⑥ 데이터 접근권한 세분화 지침 마련, ⑦ 내부 컴플

캐나다

조사결과 후 내려진 권고에 따라, 데자르댕은 ① 보안담당부서 설립, ② 정보보호 담당인력 배치, ③ 보안심사절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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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동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12명의 사람들(이하 ‘고소인’)은 데자르댕과 불법

라이언스를 위한 감독과 모니터링기능 강화, ⑧ 데이터 보존기간 세분화 및 기준에 따른 집행 등의 조치가 이미 시행
고소인들은 해당 유출건과 관련하여, 동사건과 관련하여 데자르댕과 아래와 사안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한다.
이에 따른 세부일정으로 데자르댕은 개인정보 폐기를 위한 분류작업을 1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2021년 초 분류가 완
(1) 데자르댕은 수집된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해왔는가? 또한, 데자르댕은 PIPEDA의 Accountability
Principle에서 명시된 책임과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행했는가? (데이터 보호 장치와 직원교육 절차)

료되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부터 약 6개월 간 3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파괴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모든 과
정을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 일부 정보의 기간을 고려할 때, 데자르댕은 PIPEDA의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취급해 왔는가? (정보보유기간에 관
(3)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이 계속되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데자르댕은 장래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라. 시사점

신원도용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사고 후 피해경감조치)
데자르댕 사례는 침해사고가 외부요인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정책의 미비 또는 실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과 내부
요인에 의한 사고피해가 상대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명히 조직과 임직원

다. 문제제기에 대한 조사결론

간의 신뢰는 바람직한 문화임이 분명하나, 적절한 감독과 책임을 동반하는 정책의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의 실패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데자르댕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과 명확한

감독기구는 공동조사를 통해, 고소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역할분담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완비가 성공적인 개인정보 보호 전략의 시발점이자 필수요소라
고 결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의 관행과 문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1) 데이터 보호 장치와 직원교육 절차
- 데자르댕은 정보의 수명주기에 걸쳐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이를 실행할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함
에도 ① 수집된 정보의 등급분류를 위한 분석, ② 보안심사 및 기밀유지, ③ 조직의 보안정책과 절차이행, ④ 직원에
대한 보안인식 교육, ⑤ 접근제어와 데이터 분리, ⑥ 감독과 모니터링에 있어 데자르댕 지침과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 정보보유기간에 관한 규정 위반
- 조직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서 보유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자료는 이전
수년간 비활동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데자르댕이 개인정보 보존기간에 관한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3) 피해경감조치
- 유출에 따라 영향을 받은 민감한 정보 중 일부는 항구적으로 식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보호대책이 제공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① 피해경감조치를 알리는 전담 웹사이트와 콜 센터 운용, ②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료로 제공되는 신용기록 제공 서비스를 무제한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 ③ 개인정보 유출로 인
해 파생되는 추가적인 모든 손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 제공, ④ 신원복구를 위해 소요하는 비용을 이벤트 당 5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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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한 규정)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 제 체 계 현 황 조 사

다. Marriott의 주장
Marriott는 대응 조처를 위해 고객과 ICO에 신속하게 접촉했고, ICO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Marriott 측은 고객의 피
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처와 더불어 사건 이후 시스템 보안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조치를 취했다. Marriott
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에 전념하고 있으
며, ICO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 보안 조치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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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이번 과징금은 GDPR 침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행되었다. GDPR은 조직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
해야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합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② 목적 제한 원칙, ③ 정보 최소화
원칙, ④ 정확성 원칙, ⑤ 보관 제한 원칙, ⑥ 보안 유지 원칙, ⑦ 책임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과징금은 보안 유지 원
칙 면에서 Marriott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ICO의 조사는 Marriott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제출된 상세 내역과
증거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되는 처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GDPR 제56조는 주 감독기관
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 ICO가 감독기관 역할을 했으며, ICO는 과징금 통지 발행에 앞서 GDPR 제60조의
절차를 밟았다. GDPR 제60조는 합의 도달을 위해 최고 감독기관이 다른 감독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3월 31일 Marriott는 약 5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투숙객의 이름, 이메일, 멤버십 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
가 데이터 침해 사건으로 누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Marriott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동 사건이 Marriott 브랜드의 호텔
이 투숙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2020년 2월 말 프랜차
이즈 직원 두 명의 ID를 이용해 투숙객 정보에 로그인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Marriott에 대한 최근의 조
처는 과징금 규모에 있어서도 ICO가 광범위한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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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판단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2012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DPA)의 개정법률이 2020년 의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PDPA)을 보충하여 침해사고의 보고·
임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이 정보 컨트롤러로서 조직의 책임을 강화하
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1. 개요

통지, 정보제공자의 동의 간주, 명시적 동의에 관한 프레임워크와 동의에 관한 예외사항을 포함한 정보 컨트롤러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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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체계

오랜 기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열강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의 일원으로서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으나 초기 법률체계는 영국의 관습법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또한 개인정보보호법(PDPA)는 각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행정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이다. 그러나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 연방에서 완전히 분리된 이후, 공화국 체제의 입법조직이 구성되었으며, 다

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각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

원주의와 다민족체제를 지향하는 사회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헌법, 제정법률(legislation), 위임법(rules

호 담당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를 임명·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호위원회(PDPC)는 개인정보보호

및 regulation), 판례를 기본으로 하는 법률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국제법과 국내법 이원체계를 인정

담당자(DPO)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하여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정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이 싱가포르 의회에 의해 승인되면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책과 사안을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보호위원회(PDPC)는 만

갖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특이성이 있다.34)

약 조직이 DPO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예방적 조사의 시행과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조직과 개인에 최대 10만 싱가

헌법은 싱가포르 법률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민의 기본권리와 국가 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관한 실질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법률의 내용은 무효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제는 헌법, 제정법률,
위임법률35), 판례의 순서로 적용된다.

3.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제정법률은 싱가포르 국가정책의 이행과 규제에 있어 중요한 기본틀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행정과 집행에 필
요한 세부사항은 위임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입법조직(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다수결로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 개요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을 검토할 때에는 영연방 국가들의 법률을 참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회사법은 영국
과 호주의 회사법을 인용하고 있으며 형법은 인도의 형법조항을 일부 인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개인정보에 관한 활동(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폐기)에 관련된 정보제공자의 권리를 비
롯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 정보 컨트롤러(프로세서)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판례는 또한 싱가포르 법제에 있어, 다른 현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

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보호와 정보활동에 관한 체계와 규정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싱가포

르 자국법원의 판결만 아니라 다른 영연방국가의 사법적 판단도 중요한 근거로서 참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성 인

르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관련 사안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기준과 규제

식에 따라,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싱가포르 법률 보고서(The Singapore Law Reports)’를 매년 출판하고 있다.

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PDPA)이 아닌 별도
의 규제체계를 두는 이원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019년 3월에 공공부문 개인정보보안 심의

2.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령 체계

위원회(Public Sector Data Security Review Committee)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
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2012년 10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에 근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PDPA)는 DNC(Do-Not-Call) 레지스트리 운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하고 있으며, 동 제정법률 이외에도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감독당국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각 부문별, 산업별

개인은 DNC 레지스트리에 등록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전화나 메시지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법원의 판례 등을 실무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가 공개하는 지침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은 자체적으로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간주되고 있으나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건의 판결에 있어 주
34)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SG
35)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조직 이외의 국가조직(특히, 행정부의 조직)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이다. 즉 법률을 제정하는 시점에서 해당 법률의
세부사항을 그 법률 스스로가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법규 특히 명령의 규제대상으로 위임할 경우, 하위법규 또는 명령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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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포르 달러와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의 과징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DPO 운영에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적용 예외) 다만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개인이 자신의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
것은 사적인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규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이 공동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거
나 자녀의 생명보험 가입을 위하여 자녀의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동 법의 규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 제공한 업무에 관한 정보(이름, 직위, 직함, 업무용 연락처 등)도 규제대상에

위해 조직이 접근’하고 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서 제외된다.

한편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명시적인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

추가적으로 공공부문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정부기관이나 정부산하의 공공기관이 그 설립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

인정보보호법(PDPA)을 집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정책과 절차구현에 반드시

용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대행하여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문 조직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공부문 또

“해당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침을 둠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는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는 조직이 수행하는 정보활동(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폐기)이라 하더라도 기타 법률과

들어, 조직은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제공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약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일 수 있으며, 해당 조직이 수행하는 정보활동과 별개로 해당 조직 구성원의 개인정

암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조직이 그러한 중요도가 높은 정보를 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하는 경우를

보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개인정보를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개인을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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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의 정의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보의 민감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영토범위) 개인정보보호법(PDPA)는 물리적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소재하는 조직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관할지역 내
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 조직의 개인정보 활동도 규제대상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보의 민감한 특성 때문에 NRIC 번호의 수집·사용·공개를 제한하는 일련의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도 있다. 동 권고사항

따르면 해외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에 따르면, 각 조직은 2019년 9월 1일부터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의 신원확인의 ‘높은 신뢰도’를 충족하기 위해 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PDPA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싱가포를 관할권 이외의 지

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리적으로 NRIC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

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직은 동 법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다. 이에 따라 NRIC 정보 뿐 아니라 NRIC 정보가 기입된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BC), 외국인등록번호(FIN) 및 취업
허가증(WP)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NRIC 카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처벌된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의 법정
주의와 같이, NRIC 정보를 수집한 컨트롤러는 NRIC 사용의 정당성(적법근거)을 평가받아야만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라.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컨트롤러는 개인데이터보호법(PDPA)에 명시된 파기절차에 따라 파기토록 권고 하고 있
다. NRIC 정보는 전화 통신 상품 가입, 병원 진료 예약, 호텔 체크인, 보험 가입, 금융 및 부동산 관련 거래 등 개인의 신

(1) 동의

원을 정확하게 확인 할 때만 수집할 수 있고, NRIC 정보를 오용하거나 소홀히 관리할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개인정보보호법(PDPA) 제13조는 동 법률과 다른 법률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

벌금이 부과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결정과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

용·공개에 관한 정보제공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하는 행위를 엄

호위원회(PDPC)는 침해에 따른 피해 정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정보를 실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PDPA) 제14조 1항은 개인의 동의 제공 방식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개인이 정보수집·

다. 적용범위

이용·공개 목적에 관한 통지를 받고 그러한 목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조직은 개인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 목적을 명확하게

(‘개인’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을 ’생존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자연인(individual’ means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동의는 동 조항에 따른 적법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a natural person, whether living or deceased)‘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생존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
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실무적으로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PDPA)

한편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법인격 부여에 따라 법적 권한을 획득한 경우를

직은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면기록 등의 형태로 남겨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외한 모든 자연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제공자의 구두상 동의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조직은 이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를 통해 동의의 획득시기(날짜와
시간)를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36) 싱가포르 정부가 주민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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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NRICs(National Registration Identification Card) 에 포함된 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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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동의를 정보제공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조직은 동의 철회

가. 개요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조직은 외부로부터 인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침해와 그와 유사한 위험
으로부터 보관중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직접적인 권

개인정보보호법(PDPA)의 제정 이후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한과 책임에 따라 보안조치에 관한 충분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 법은 각 조직이 구현해야 할 정보보호

은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 법률이 감당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정

대책을 예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 법을 집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보보호에 관한 필요성 요구를 촉발하게 되었다. 그러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18년 EU가 본격적으로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연이어 새로운 개인정보 보

싱가포르

(2) 보관

4.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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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을 즉시 승낙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호체계를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싱가포르도 개인정보보호법(PDPA)의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
(3) 이전

한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통신정보부(MCI)와 함께 2017년부터 3회 이상의 공청회

개인정보보호법(PDPA)과 기타 법률이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면제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조직이 개인정보를

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동의 제공에 관한 예외규정과 확대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통지와 보고절차, 개인정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이전에는 반드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서

이전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의를 추가적으로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전과 공개에 관한 동의는 이전(공개)하는 조직과 이전(공개)받
는 조직이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

나. 개정내용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은 다음의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지정한 조직(Porting Organization)으로 본인의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정보를 전송받을 조직이 정보제공자와 이미 기존부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 개인정보 침해사고 보고 및 통지의무 강화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변화에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해서도 침해에 관한 보호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은 조직이 개인정보에 관한 내부 모니터링시스템과 보고시스템을 구축하

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록 요구하고, 정보 컨트롤러 조직의 책임가운데 핵심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 조직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의
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은 정보 컨트롤러인 조직은 개

(4) 국외이전

인정보 침해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침해사고의 특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 제26조는 조직이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가능한 한 빨리’ 감독당국과 정보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통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정보를 이전받는 국외의 조직이 동 법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침해사고로 영향을 받는 조직은 피해경감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즉각 투입하도록

에 한해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요구하고 있다.

●

정보제공자가 동의한 경우

●

조직과 정보제공자 간의 계약 이행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보제공자의 권리강화

●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체결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보제공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은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조직에게 제3의 조

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가 싱가포르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PDPC)는 이러한 개인정보 이전요청은 정보를 이전받을 조직이 기존부터 정보제공자와 직접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로

●

개인정보보호법(PDPA)에 따른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를 위

만 제한되어야 하며, 현재 정보를 보관하는 정보 컨트롤러 조직이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서 추가로 생성한

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예. 개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외하고 있다.

●

●

수신인에게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해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에 따른 보호에 견줄만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
하는 경우

(3) 동의제도 현행화

정보제공자가 계약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국가 및 영토를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은 동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동의, 동의간주, 동의통지로 구분해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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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정보 이전에 관한 동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고 있다. 첫 번째, 동의의 경우, 조직은 원칙적으로 동의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둘

연락처

수 있다. 셋째, 동의통지의 경우, 조직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정
우, 개인이 고지 받은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0(PDPA 2020)은 정보제공자의 동의에 관한 예외사항과 확대규정, 개인정보 침
해사고에 따른 처분규정 등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소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10 Pasir Panjang Road, #03-01 Mapletree Business City Singapore 117438

전화번호

+65 6377 3131

팩스

+65 6577 3888

이메일
웹사이트

싱가포르

보주체가 해당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직에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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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락처

째, 동의간주의 경우, 정보주체가 조직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경우 동의로 간주될

info@pdpc.gov.sg
https://www.pdpc.gov.sg

Ⅱ. 행정체계

싱가포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관련 사안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안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율한다. 동 심의위원회는
민간부분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와 함께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또한, 동 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들 기관을 대행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의 조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직이 수행하는 정보활동(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폐기) 전반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주무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법(PDPA)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2013년 1월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 Personal Data

공공부문 개인정보보안 심의위원회는 주요활동으로서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시민의 개인정보

Protection Commission)가 출범하여 싱가포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동 보호위원회(PDPC)

를 어떻게 보호하고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과 관행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의

는 위원장 외에 정보통신개발청(IDA) 간부급 인사와 기업, 학계, 소비자협회가 추천한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프로세스와 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두고 있다. 본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보호위원회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여지며 법적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

로서 싱가포르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터넷 정책’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인가장치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대외적으로 싱가포르 정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USB포트 액세스 금지정책’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행에 대한 내부감사, 공공

(비독립 정부산하기관)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응전략 수립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안 심의위원회(Public Sector Data Security Review Committee)는 매년 공공부분에서의

보호위원회(PDPC)는 개인정보보호법(PDPA)의 관리와 집행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을 연례보고서 형태로 발행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를 대외
적으로 대표하며 다른 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사안에 관한 관리지침을 발
행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민간부문 개인정보 이슈들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과징금 결정과 시정명령

●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관련 분쟁에 관한 조직과 조직, 조직과 개인 간에 조정기능

●

개인정보보호법(PDPA) 위반행위에 대한 위원회 자체결정을 재심사하거나 법원판결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

DNC(Do-Not-Call) 레지스트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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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지 수단

08

Ⅲ. 피해구제 체계
개인정보보호법(PDPA)이 권고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는 C.A.R.E.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예 : 미디어 보도, 소셜 미디어, 전자 메일, 전화 통화, 팩스 및 편지)을 활용한다. 통지는 이해

은 다음과 같다.

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와 명확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

침해 사고의 통제(Controlling the Breach)

●

위험도와 영향 평가(Assessing Risks and Impact)

●

사고 발생 신고(Reporting the Incident)

●

향후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및 복구 절차 평가(Evaluating the Response & Recovery to Prevent

싱가포르

상황의 심각성 및 개인정보 침해의 영향을 받는 관련 피해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침해 사고의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알릴

5. 통지 내용
침해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1. 침해사실 통지

●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원인, 침해된 개인정보의 유형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초래된 위험에 대응하여 조직이 조치했거나 조치할 내용

●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개인이 해당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
는 조치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정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피해를 입은 정

●

침해사고 대응 조직의 연락처 정보 및 자기 정보가 침해된 개인이 추가적인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보제공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개인들이 신속하게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정보 컨트롤러 역시 개인정보 침
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통지 대상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에 보고
조직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PDPC)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세부정보는 "[Data Breach Notification]" 이라는 이메일 제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침해사실 통지는 개인정보가 침해된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부모

(PDPC)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보고할 수 있다. 침해사고 보고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행, 신용카드 회사 또는 경찰
과 같은 다른 제3자에게도 통지한다. 특히 침해된 개인정보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침해된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PDPC)에도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침해 사고의 원인 또는 의심되는 원인

●

침해 요인의 해결 여부

●

조직이 수행한 조치 및 프로세스

●

사고 발생 시점

●

개인에 대한 침해 발생 사실 통지 여부,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PDPD가 추가 정보 또는 설명 요청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3. 통지 시기
개인정보 침해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침해와 도용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침해에 따른 사항이 해결되면, 역시 해결되었다는 사실
을 해당 개인에게 통지한다.

침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조직은 브리핑을 포함하는 중간 통지를 보내야 한다. PDPC의
결정에는 개별 정보주체에 대한 조직의 통지 여부, 해당 통지에 있어서 미흡한 점, 피해 복구 위해 수행한 대응 조치 등
이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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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ases

개인정보보호법(PDPA) 제24조는 조직은 무단접근·수집·사용·공개·복사·수정·폐기 또는 유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정
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호조치(이하 "보호의무")를 조직에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1. SAP Asia Pte. Ltd.

08

다. 조사결과 및 결정근거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본 침해사고에서 앞서 조직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프로그램의 기능추가를 공급업

가. 개요

체에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과정에서 퇴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SAP Asia Pte(이하, “조직”)가 2020년 4월 1일에 퇴사자 급여정보를 이메일로 발송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며, 본 사고의 과정전반에 있어 조직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침해사고에서 피해가 발생한 퇴사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호 의무는

해당 조직은 동 사고가 발생하기 전, 외부 IT업체(이하, "공급업체")를 고용하여 HR시스템(이하, “프로그램”) 개선과 프

공급업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조직에 의해 부담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보호위원회(PDPC)는 조직

로세스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상태였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원래 동 프로그램은 퇴사자의 급여명세를 개

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 (1) 공급업체가 제공한

별적인 파일로 작성하고, 각 개인에게 본인의 급여명세서만을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조직과 공급업체간

프로그램의 기능이 원래의 조직이 의도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2) 조직이 새로운 프

의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퇴사자 43명 전체의 급여명세서를 하나의 파일로 생성하여 전체에게 이메일

로그램의 활용으로 인해 변화되는 영역을 검토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였는지 여

발송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퇴사자 43명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었다. 동 사고로 인해 침해

부를 주요하게 검토하고 조직이 제대로 보호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된 정보는 아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 공급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의 기능이 원래의 조직이 의도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

수령자의 이름과 주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체의 업무감독이 조직의 책임이며 조직은 공급업체가 요구사항을

●

NRIC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적절한 문서화작업을 통해 전달하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

직원식별번호

한 감독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침해사고의 경우, 조직은 프로그램이 각 개인에 대해 개별적

●

은행계좌번호

인 급여명세서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공급업체는 조직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

상세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판단했다.

37)

또는 FIN

38)

번호

보호위원회(PDPC)는 조직이 동 사안에 관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최종판단을 위해 싱가포르 크리켓협회39),
싱가포르 중앙예탁결제원40), Horizon Fast 페리운영사41) 등의 과거사례를 인용하였다.

나. 구제조치
(2) 조직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인해 변화되는 영역을 검토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사
조직은 동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즉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였다.

전에 검토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조직은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포괄적인 사용자승인시험

① 이메일로 전체 퇴사자 43명에게 유출사고를 통지하고, 해당내역을 삭제하도록 요청

(UAT, User-Acceptance Testing)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경우와 예외 처리를 포함한 모든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

② 실제 삭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퇴사자 43명 전체에게 전화를 걸어 39명에게서 실제 삭제여부를 확인완료

다.”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침해사고의 경우, 조직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능을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테스트

③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비활성화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처리
④ 공급업체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다시 전달하고 프로세스 개선에 합의함

39) 2
 018년 싱가포르 크리켓협회는 등록선수들의 프로필 공시를 위한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위해 용역업체를 고용하였으나, 요구 사항을 회의,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단편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협회의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웹사이트
를 통해 등록선수 100여명의 NRIC번호와 연락처 등의 민감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잘못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0) 2
 019년 싱가포르 중앙예탁결제원이 고객통지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고용하였으나, 결제원이 명확한 규격을 용역업체에
제공하지 못함에 따른 오류로 1,358명의 개인정보가 잘못된 수신자에게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7)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38) 한국의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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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019년 싱가포르 페리운항회사 Horizon Fast Pte Ltd는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예약을 위한 웹사이트 업데이트 과정에서 서면계약이 없이 구
두와 문자메시지만을 통해 요구사항과 지침을 전달함에 따라, 용역업체는 재설계 범위를 잘못 알고 내부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예약사이트
에 노출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209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대행한 공급업체는 단순히 조직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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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동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수행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 사고의 과정을 살폈을 때, 조

2. Larsen & Toubro Infotech Limited

08

직은 요구사항의 전달과정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개발된 프로그램에 관한 UAT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에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보호위원회(PDPC)는 최종판단하였다.
례42), AIA Singapore Private Limited의 사례43), Grabcar Pte Ltd의 사례44) 등의 과거사례를 인용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Larsen & Toubro Infotech Limited(이하, “조직”)가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싱가포르

가. 개요

보호위원회(PDPC)는 조직이 동 사안에 관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최종판단을 위해 Option Gift Pte의 사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라. 집행내용

2020년 11월 25일 조직은 신규채용 진행과정에서 입사지원자 54명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신규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샘플에서 과거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노출한 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후 2020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동 사건에 대하여,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 제48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

12월 3일에는 조직이 다시 지원자들에게 지원절차를 완료하라는 요청메일을 보내면서, 모든 지원자의 이름과 이메일

기로 결정하였으나 조직의 즉각적인 피해경감조치와 조사과정에서의 협조를 경감요인으로 하여 총 13,500 싱가포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채 발송함으로써 모든 수신인이 다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유출하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원회(PDPC)는 동 사건에 대하여 이미 조직이 취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 조사결과 및 결정근거
마.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조직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본 SAP Asia Pte. Ltd.의 침해사례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고용된 공급업체와의 커뮤

검토하였으며, 이번 사고 외에도 과거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입사지원자에게 공개된 사례가 73회에 이른다는

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와 이를 보완해야 할 절차(사용자 승인시험, UAT)의 미흡한 실행에 따라 발생하였다.

사실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직의 직원 10명에 의해 과거 입사지원자 1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확인했

특히, 본 사례의 원인이 된 프로그램 개선업무는 일면 조직이 준수해야할 개인정보 보호의무와는 연관성이 낮다고 볼

다. 보호위원회(PDPC)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아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수도 있으나, 결국 조직이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하는 단초가 되었다. 본 사례를 통하여 정보 컨트롤러로서 조직의 모든
업무영역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의 적절성을 고려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

이름과 개인의 서명

조직의 성공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필수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

NRIC45)와 여권번호

●

지원자의 생년월일

●

주소

●

의료 및 건강정보

●

고용 및 급여정보

●

전과기록

또한, 보호위원회(PDPC)는 조직의 채용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받지 못한
채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입사지원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발송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조직이 개인정보보호
42) 2019년 Option Gift Pte Ltd는 환불요청 구매자에게 확인메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코딩오류로 인해 특정 주문의 환불요청
자 이외의 다른 구매자에게도 이메일이 발송되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3) 2019년 보험사 AIA Singapore Private Limited는 고객에 서신발송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된 수신
자에게 메일이 발송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AIA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함에 따라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
44) 2020년 Grabcar Pte Ltd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다른 사용자가 무단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위험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테스트과정에서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이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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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PDPA) 24조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2020년 12월 3일에 조직이 54명 지원자들에
게 지원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의 발송과정에서도 다른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것도 개인정
보보호법(PDPA) 13조에 규정된 동의의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45)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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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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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직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와 직원의 개인정보통지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호위원회(PDPC)는 조직이 주장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조직이 고객과 직원에게 제공된

싱가포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하는지에 관한 통지를 개인과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채용업무 담당자가 업무 중에 취급해야할 개인정보의 다양성과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취
급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호위원회(PDPC)는 10명의 채용담당자가 4년 동안에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조직이 기존에 운영해오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절한 보호 의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언급했다.

다. 구제조치
본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에 따라, 조직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양식이 포함된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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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해당 이메일을 보낸 직원과 채용담당자들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은 향후 입사지원자에 이메일 전달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구현할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
기로 결정했다.

라. 집행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본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조직의 조사협조, 추가적인 과거의 위반내용,
신속한 개선조치 등을 고려하여 조직에 7천 싱가포르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보호위원회(PDPC)의 조사기
간 동안 조직이 취한 조치가 향후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수준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최종 집행내용을 결정하였다.

마. 시사점
본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일반적인 기업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서 관행에 따른 개
인정보 취급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루어진 업무관행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규정과 지침의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보호
의무 실패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본 Larsen & Toubro Infotech Limited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사례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지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토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직
원교육과 같은 절차를 완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정보 보호전략의 필수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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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rriott의 주장
Marriott는 대응 조처를 위해 고객과 ICO에 신속하게 접촉했고, ICO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Marriott 측은 고객의 피
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처와 더불어 사건 이후 시스템 보안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조치를 취했다. Marriott
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에 전념하고 있으
며, ICO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 보안 조치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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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이번 과징금은 GDPR 침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행되었다. GDPR은 조직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
해야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합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② 목적 제한 원칙, ③ 정보 최소화
원칙, ④ 정확성 원칙, ⑤ 보관 제한 원칙, ⑥ 보안 유지 원칙, ⑦ 책임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과징금은 보안 유지 원
칙 면에서 Marriott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ICO의 조사는 Marriott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제출된 상세 내역과
증거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되는 처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GDPR 제56조는 주 감독기관
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 ICO가 감독기관 역할을 했으며, ICO는 과징금 통지 발행에 앞서 GDPR 제60조의
절차를 밟았다. GDPR 제60조는 합의 도달을 위해 최고 감독기관이 다른 감독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3월 31일 Marriott는 약 5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투숙객의 이름, 이메일, 멤버십 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
가 데이터 침해 사건으로 누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Marriott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동 사건이 Marriott 브랜드의 호텔
이 투숙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2020년 2월 말 프랜차
이즈 직원 두 명의 ID를 이용해 투숙객 정보에 로그인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Marriott에 대한 최근의 조
처는 과징금 규모에 있어서도 ICO가 광범위한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

베트남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사이버정보보안법(LOCIS, Law on Network
Cyberinformation Security, 86/2015/QH13), 사이버보안법(LOCS, Law on Cybersecurity, 24/2018/QH14)

1. 개요

사이버정보보안법은 2015년 11월 19일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16년 7월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개
베트남 법률 체계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법률

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평가하기엔 그 적용 범위나 구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 법의 목적, 적용 범위 및 구

체계를 보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매우 다양한 법령 문서 체계와 이를 제정할 권한이 있는 여러 당국이

성 체계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편적 법률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법률 체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법률과 관련한 제반 환경의 개선도 신속히 진

베트남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이버정보보안법을 보완하는 법률로 2018년 6월 12일 사이버보

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률 문서의 발행에 관한 법(Law on the issuance of legal texts) 개정 법률안이 시행

안법을 제정하였다.

베트남

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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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체계

는 과거에 법안 서명 절차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즉시 발효되던 것과 비교하여 크게 발전한 것이다. 또한 과거에

이 외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이용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포함한 민법(the Civil Code, 91/2015/QH13), 전자

는 법령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는 법령 제정의 단계마다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점도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사용, 제공 및 공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전자거래법(Law on Electronic Transactions,

발전의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51/2005/QH11) 등이 있으나, 법의 목적 및 개인정보 관련 조항의 성격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베트남 법률 체계는 법률적 규범 문서의 공표에 관한 법률(Law on Promulgation of Legal Normative Documents,
80/2015/QH13) 제4조(법률적 규범 문서의 체계)와 더불어 법률적 규범 문서의 공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수정 및 보

현재 베트남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안부(MPS, Ministry of

완하는 법률(Law Revis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Promulgation of Legal Documents, 63/2020/

Public Security)에서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정보

QH14) 제1조(법률적 규범 문서의 공표에 관한 법률 조항의 수정 및 보완)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호 관련법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개요는 부처 협의를 위해 2021년 1월 6일에 공

조항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고 총 21개에 달하는 법령의 유형 및 위계(hierarchy)를 규정하고 있다.

개된 바 있어 베트남 또한 이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1] 베트남 법률 체계
제정 주체
의회(National Assembly)
의회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법령
Constitution, Code/Law, Resolution
Ordinance, Resolution, Joint Resolution

대통령(President)

Order, Decision

정부(Government)

Decree, Joint resolution

국무 총리(Prime Minister)
대법원 사법평의회(Justice Council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장관 등(Ministers and head of ministry-level bodies,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Head of the Supreme People’s Prosecutor)

Decision
Resolution
Circular, Joint Circular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장(Presidium of the Central Committee)

Decree, Joint resolution

주 감사원장(State Auditor General)

Decision, Joint circular

인민 평의회(People’s Council)
인민 위원회(People’s Committee)
특별지자체(Local administrations in special administrative-economic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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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Decision
Legal documents

2. 주요 법률
가. 개요
(1) 사이버정보보안법(LOCIS, 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86/2015/QH13)
LOCIS는 8장 54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네트워크 정보 보호 활동, 네트워크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암호 기술, 네트워크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표준, 정보 보호 산업, 네트워크 정보 보호를 위한 인
적 자원 개발, 네트워크 정보 보호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LOCIS 제16조(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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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된 2003년 이후에는 the Official Gazette에 공식 게재되어야 법률이 공식적으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개인은 그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함

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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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적용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함
④ 개인정보 보호는 이 법의 규정 및 관련 분야의 특정 규제에 따라야 함

LOCIS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및 개인정보 소유자(Personal Information Owner)에 대한 정의를 규정
(2) 사이버보안법(LOCS, Law on Cybersecurity, 24/2018/QH14)

하고 있는데, 제3조(정의) 제15항은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의 식별과 연관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16항은

LOCS는 베트남 의회에서 총 466명의 의회 구성원 중 423명이 찬성(반대 15, 기권 28)하여, 2018년 6월 12일에 통

“개인정보 소유자는 해당 개인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서구의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에

과되어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베트남 공안부(MPS)는 해당 법률을 통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통

해당하는 유사 개념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⑤ 국방, 보안, 사회 질서 및 보안 목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관계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LOCS는 7장 4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정보의 개념과 온라인
국가안보 및 관련 기관·단체·개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OCIS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소유자의 정의가 베트남 전체 법체계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

LOCS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GDPR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타 국가의 사이버 보안

한 시행규칙(Circular on Collection, Use, Sharing, Security Assuranc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법률과는 달리,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이나 한국의 테러방지법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안부

on Websites or Portals of State Agencies, 25/2010/TT-BTTT)은 제3조(용어의 해석)의 제3항에서 “개인정보는

는 해당 법률의 초안에서 “국제적 관행과의 정합성(conform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

하나의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음 세부항목 가운데 최소 하나를 포함한다. 이름

법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사이버 보안기본법, 유럽연합의 Directive (EU) 2016/1148 of the European

(full name), 생년월일, 직업, 호칭, 연락 가능한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신분카드 번호(identity card number),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security of network and

여권 번호. 개인 사생활 정보(Information of Personal Privacy)는 건강 정보, 세금 납부 기록, 사회 보험카드 번호, 신

information systems across the Union, 한국의 테러방지법, 미국의 The Cybersecurity Act of 2015 등이 포함

용카드 번호 및 기타 개인 비밀(personal secrets)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보다 상세한 개인정보의 정의 및 예시를 제

되었다.

공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LOCS 초안(2017년 8월 31일, 의회 제출본)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제정 배경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규범 체계에서 보듯, 개별 상황에 따라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적용 법규를 살펴
보아야 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OCIS의 개인정보 정의는 법인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

① 국가 안보를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붕괴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으

나 임직원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과 연관된 정보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로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 발견 및 대응하기 위함
② 사이버 공격, 사이버 테러, 사이버 첩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

LOCIS는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정부기관 웹사이트, 포털에서의 개

③ 국가 안보를 위해 핵심적인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그와 같은 보호 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함

인정보 수집, 이용, 공유, 보안 및 보호에 관한 시행규칙은 개인정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④ 국가 사이버 보안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함

데, 건강, 납세, 보험 등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민감정보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

⑤ 국가 보안, 공공질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며 타 기관이나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해를 해치지 않는 건전한 사이
버 공간을 개발하기 위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개요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정치·종교적 견해, 국적 또는 인종, 건강 상태,
유전 정보, 성별, 성생활, 전과기록 등으로 향후 보편적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게 변경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공안부는 LOCS를 보완하는 25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 10월 기준으
로 아직 LOCS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공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LOCS의 일부 규정들은 여전히 불
분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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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웹사이트/포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유, 보안 및 보호에 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다룬 LOCIS 제17조 제1항,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이용에 대해
다룬 정보기술에 관한 법(Law on Information Technology, 67/2006/QH11) 제21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의 수집, 처리 및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LOCIS 제2조(적용 대상)에서 “이 법은 베트남 정부 부처, 기관, 개인,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네트워크 정보 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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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 범위

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에 관여하는 개인 및 외국 기관에 적용된다.”라고 하여 베트남에서의 네트워크 정보보호 활동과
연관성 있는 개인 또는 해외 기업, 기관 등에도 역외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크게 개인적 범위, 물적 범위, 영토

(1) LOCIS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적 범위로 분류할 수 있다.

17-①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적 범위에서, LOCIS는 정보 주체에서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정보 프로세서) 및 일반인을 관리하는 조직,

17-③ 개인정보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관할 국가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집, 접근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제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법률은 정보 컨트롤러와 정보 프로세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3자와 공유, 배포해서는 아니된다.

물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활, 개인 또는 가족의 비밀, 서면 서신 및 전화 통화 내용을 포함한 개인 통신과 관

(2) 정보기술에 관한 법 제21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이용

련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소유자 식별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된다. 앞서 논했듯이, 베트남 법률은

21-① 네트워크 환경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일반 개인 정보와 민감한 개인 정보를 구분하지 않으나 은행 정보 및 의료 기록과 같은 일부 개인 정보는 국가 기밀로

의를 받아야 한다.

간주되어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다.
위의 경우와 달리 (ⅰ)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 수정 또는 이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영토적 범위에서, 프로세서가 베트남의 사이버 정보 보안 활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

(ⅱ)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가격 및 요금 계산하는 경우, (ⅲ)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LOCIS는 일반적으로 국적 또는 베트남 영토 외부에서 처리된 데이터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영토 내 모든 주체의 개

라 기타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할 권리

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가 있다.(정보기술에 관한 법 21조 3항)

한편 전자기적(electronic) 정보와 수기(manual) 정보 모두가 LOCIS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타 베트남 법에서도 전자기적으로 기록되는 정보와 수기로 기록되는 정보를 별도로 구분하고

(3) 동의 외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 LOCIS 제16조 제5항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기록 형태와 무관하게 LOCIS의 적용 범위 및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

국방, 보안, 사회질서 및 안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른 규정에 따른다.

라. 개인정보처리 동의

마. 정보주체의 권리

LOCIS 제3조 제17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상

여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LOCIS는 개인정보 처리제한권 또는 이동권, 반대권은 포함하지 않으나 큰 맥락에서 (ⅰ)

업적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네트워크망에서 수집, 편집, 사용, 저장, 게시, 공유, 전송 및 제3자에게 공유하는 총체적 행

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 방법과 범위, 위치 및 목적에 대한 투명성, (ⅱ)처리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저장 정

위를 말한다. 동법 16조 제5항에 따르면 국방, 보안, 사회질서 및 안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

보의 제한성, (ⅲ)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지니는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까지 총 3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며 다음과

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같이 LOCIS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시정권(정정권 및 삭제권), 개인정보에 대
한 접근권을 포함한다.

한편,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적절한 형식으
로 구현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아울러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민감정보에 해

(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당하는 개인 사생활 정보나 개인 비밀 등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의 형식에 있어서는 일반 개인정보에 적용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LOCIS 제1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는 형식과 차이가 없다.

개인이 수집·보존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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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17-②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최초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와 협력한다. 정보처리자는 정보 침해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빨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리 관련 기관(예: 베트남 사이버보안 비상대응팀/조정 센터, VNCERT/CC, 2019년 설립)과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에 관한 의무기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LOCIS는 제18조 제1항에 개인정보의 갱신, 변경 및 삭제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

그 외에 아동에 관한 법률(The Law on Children, 102/2016/QH13) 및 LOCS에서는 아동 보호 차원에서의 개인정

하는 기관 및 개인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갱신, 변경,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보호 의무와 지침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

베트남

(2) 시정권(정정권 및 삭제권)

09

를 수집, 처리, 사용하는 방법, 범위, 위치 및 목적을 알려야 하며, 또한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자,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부가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시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개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장된 정

템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아동에게 유해하지 않고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차단 및 삭제할 책임이

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소유자에게 통지해

있다. 아동에게 유해하거나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발견될 때마다 즉시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 전담반에 알

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리고 협조한다.

(3) 접근권
LOCIS 제18조 제2항은 정보처리자가 수집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권리를 정보주

사. 개인정보 역외 이전
일반적으로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그룹사 포함)에 공유, 공개 또는 전송하려는 경우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18-② 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의 갱신,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한 유효한 요구 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제3자, 기타 조

에게 알리고 해당 주체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개인정

직 및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중단에 대한 유효한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거래자 또는 단체는 정보주체에게 제품 및 기타 상업 정보를 소개하는 광고 및 광고 전송을 위

a)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개인정보 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개인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갱

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마

신, 변경 또는 삭제 권한을 제공한다.

련해야 한다.
그러나 역외 이전의 경우 정보 수출입자는 국가 또는 해외 기관 간 개인정보 이전을 포함하여 자동 처리 또는 일련의 작

바. 정보처리자의 의무

업을 수행하기 전 베트남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제출하거나 혹은 감독 기관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 현재 법
제적 틀을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개요에서는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암시

베트남 법률은 정보를 처리하는 당사자 간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

하고 있으나 2021년 10월 현재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은 없다.

든 조직 또는 개인은 정보처리자로 분류되며, 개인정보를 보유해 수집, 편집, 사용, 저장, 게시, 제공, 전송 및 제3자에
게 공유하는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하는 경우 모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베트남은 ‘개인정보 국지화(data localization)’에 대한 요구가 강한 국가로, LOCIS는 베트남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베트남에 물리적인 형태의 사무실을 갖추고 베트남 내에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도

비록 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의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강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

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저장에 관한 적용 가능한 규정 간 불일치(LOCIS는 해외 전송 금지,

으나, LOCS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및 이메일 서비스 등에서 고객이 생성

PDPD는 사본의 해외 전송, 복사, 저장은 허용) 등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에 대한 현재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한 개인정보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지정한 기간 동안 보존할 것을 규정함과 더불어 정보기술에 관한 법에서

향후 법령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개인정보의 저장 기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계좌 번호, 계좌 소유자 또는 서명, 연간 수입에 관한 정보, 계좌 잔액 등 고객의 현금 예금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
LOCIS는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별 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책임

한 금융 부문의 정보 등 국가비밀보호법(the Law on the Protection of State Secrets, 29/2018/QH14)에 따라 국

자(CPO or DPO)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그의 역할에 상응하는 담당자의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없

가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역외 이전은 불가능하다. 해당 경우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법률에 따라 기밀이 해

다. 하지만 LOCIS의 제24조에 따라 특정 유형의 조직(예: 통신 기업, 은행, 국가 기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정보 시

제된 이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스템 소유자 및 대형 정보 시스템 소유자 등) 내 정보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 보안을 관리 및 감독하고 협력할 개인 또는
조직을 임명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해 정보 보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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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게 제공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위에서 언급한 정정권 및 삭제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LOCIS 제7조(금지 행위)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Ⅱ.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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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집행

1. 개요

① 네트워크 정보 전송의 불법적 차단. 네트워크 정보의 개입, 접속, 피해 야기, 삭제, 변경, 재생산 및 호도
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영향력 행사. 합법적 접근 권한 보유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차단 내지 정보시
스템의 정상적 운영 차단
③ 정보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정보 보호를 위해 적용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공격.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의 불
법적 탈취.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해

베트남 내에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관은 없으며,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안청(AIS, Authority of Information Security) 의해 관리되는 베트남 사이버보안 비상대응
팀/조정 센터(VNCERT/CC),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그리고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 및 금융, 교육, 의료, 천연자원 및 환경, 문화, 스

④ 스팸이나 악성코드 발송. 가짜 정보시스템의 설치

포츠 및 관광 등 각 특정 산업에 따라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과 해당 IT 센터는 관련 정보 시스템 보호에

⑤ 타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용 배포, 거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악용

참여해야 한다. 본 항목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관할하며,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정보통신부에 대해 구체

⑥ 정부 부처, 기관, 개인의 비밀 코드나 적법하게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민간 암호화 제품의 정보 공개,

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07년 8월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범, 기존 우정통신부(MPT, Ministry of Post

특히 2020년 3월 제정된 시행령 번호 15/2020/ND-CP에 따르면 동의한 범위와 목적에 맞지 않거나 동의 없이 개

and Telematics)의 업무에 더해 언론, 방송, 출판 분야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1993년까지 우정통신청

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제84조 제2(a)항); 수집 또는 통제되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공

(DGPT, Department General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of Vietnam)이 정보통신 부문을 담당한 유일한

개하는 행위(제84조 제2(b)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출판 및 거래하는 행위(제84조 제2(c)

기관이었으나, 1993년 우정통신청에서 우정통신공사(VNPT, 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경우(제85조 제2(a)항); 데이터 주체의 요

가 독립하면서 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었다.

청에 따라 데이터 주체에게 업데이트,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85조 제2(a)항); 수
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이 종료되거나 법정 보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삭제하지 않는 경우(제85조 제2(b)항); 기

정보통신부 관련 산업 분야는 매해 매출 및 고용과 관련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상반기 기준 베트

술 표준, 사이버 정보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제86조 제2항) 2,000만–3,000만 VND(약 $880–1,320)의 과

남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650억 달러로 추산되며, 약 4만 7천여 개의 기업

태료가 부과된다. 실제적이며 위협적인 법률 위반에 대한 구제책 또는 예방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제86조 제3항)

에서 105만 5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5,000만-7,000만 VND(약 $2200-3100)으로 최고 과징금을 징수한다.

Agency)의 「2021 베트남 산업 개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내 인터넷 보급 확대, 인터넷 인구 성장, 코로나19에 따
른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배경으로 지난 2019-2020년 전자상거래 규모

또한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하는 경우에는 6–12개월 동안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영

가 46% 증가하였으며, 2020~202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34%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정보통신부가

업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는 통신 감청 내지 접근 등을 행한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자문부서(과/국), 사업부서, 기업, 기타 단위로 크게 총 5개 조직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자
문부서 안에는 우체과, 정보기술과, 과학기술과, 기획재정과, 경영관리과, 국제협력과, 법률과, 인사조직과, 감찰국,

한편 민법(the Civil Code)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침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으

사무국, 언론국, 출판국, 정보기술국 등 21개 부서로, 사업부서는 정보통신전략연구소, 통신센터, 베트남인터넷센터

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VNNIC) 등 10개 부서, 기업은 베트남우정공사와 멀티미디어 통신 공사, 기타 단위는 베트남 정보통신산업연합과 호
치민 공산주의 청년 연합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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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정사업
⑥ 통신사업

베트남 정보통신부

베트남

⑦ 정보 및 전자 기술(IT 산업, IT 활용 및 정보 보안 포함)
⑧ 무선 주파수

자문부서

사업부서

-우체과

-보도국

-정보통신전략연구소

-정보기술과

-언론국

-통신센터

-과학기술과

-출판국

-베트남

-기획재정과

-정보기술국

-우편통신기술연구소

-경영관리과

-대외정보국

-국제협력과

-통신국

-베트남인터넷센터
(VNNIC)

-법률과

-무선기술국

-인사조직과

-전산국

-부서총국

-정보보호국

-감찰국

-중앙우체국

-베트남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연구소
-정보통신출판사
-공익 통신서비스 기금

-사무국

기업

⑨ 국내 정보

-베트남우정공사

⑩ 정보 및 통신 기반시설

-멀티미디어 통신 공사

⑪ 지적 재산권

(VTC)

⑫해
 외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외교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실행하며, 해
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전략, 종합 계획, 계획,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실행하며, 베트남의 언론사에 해외 정보 콘텐
기타

-관리부
-공익프로그램위원회

-인쇄산업대학
-베트남넷 신문
-국가전자인증센터

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 정보 통신 기관에게 해외 정보 관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⑬통
 신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통신사업 및 인터넷 서비스 비용에
대한 관리 규제를 조직 및 시행,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규제,
통신 및 인터넷 분야에서의 제품, 장비,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제의 마련, 국가 도메인 및 인터넷 교
환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⑭정
 보 및 통신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기반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제 마련 활동 외에도, 국가 디지털
서명 서비스를 조직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 보호 활동을 총괄하며, 스팸을 예방하고, 정보 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연락처

위한 제반 활동에 관여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및 기타 통신 및 인터넷 네트워크에 적용되

주소: Vietnam, Hanoi, Nguyen Du, 18번지

는 규제를 정하고, 조직화하며,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화: (+84) 024 3943 0204		

팩스: (+84) 024 3822 6590

홈페이지: http://www.mic.gov.vn/		

이메일: dic@mic.gov.vn

2. 역할 및 권한
정보통신부는 LOCIS를 관할하는 주무부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 및 규제를 담당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Decree on E-Commerce, 52/2013/ND-CP)에 의해 전자상거래 보호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정보통
신, 방송, 언론, 출판, 우정 산업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산업 전략 등을 총괄한다. 정보통신분야에
서는 통신 및 인터넷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전략수립, 서비스 품질, 요금 규제, 통신면허 인허가, 주파수 관리 업무
를 관리한다.
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언론(인터넷 언론을 포함하는 신문, 방송, 미디어 등)
② 출판
③ 해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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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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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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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해구제 체계

1. 파이(Pi) 네트워크 사건 (2021년)

확인된다. LOCIS도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규제당국이나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
았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시행령(Decree of the Government on e-commerce, 52/2013/ND-CP) 제72

2021년 5월, 디지털 화폐 플랫폼 파이(Pi) 네트워크 앱을 통해 17GB 상당의 베트남 신분증 정보가 온라인 데이터가 유

조 제3항은 “정보시스템이 공격을 받아 소비자 정보의 상실(loss) 위험이 야기되는 경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사업부

출된 사건이다. 대량의 베트남 신분증 정보가 유출된 데이터를 거래하는 해커 전문 사이트 레이드포럼즈(Raidforums)

(unit)는 사고 탐지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개인정

에 게시되면서 공안부 사이버 보안부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 사고 시 신고 절차가 존재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적용되는 범위가 전자상거래로 매우 제한적이며, 이용자에 대한 통지

해당 게시물에는 얼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포함한 베트남 신분증 정보인 KYC(Know Your Customer) 데이터

시기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신고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이다.

가 포함되어 있었다. 게시물을 게재한 계정 소유주는 관련 파일을 비트코인(BTC) 또는 라이트코인(LTC)을 통해 9,000

이와 같이 특정 영역에 한정된 법제를 제외하고서는 LOCS가 베트남 최초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

로드 되어있으며,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훨씬 더 큰

로 이해된다. LOCS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특정 상황에서는 신속히 이를 공안부 산하의 CTF(Cybersecurity Task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

Force)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앱은 사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광고 수익을 위해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이 네트워크 측은 유

LOCS에 의한 신고 대상

출 초기에 사용자 정보가 요티(Yoti)라는 영국 기반의 제3자 디지털 ID 소스를 통해 저장되기 때문에 당사의 잘못이 아
니라고 주장했으나, 요티 측은 파이 네트워크가 회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트렸다고 반박
했다. 또안쏘(To An Xo) 공안부 사무국장은 많은 서비스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출된 데이터가 해외로 유

① 정부 부처 및 기관, 일반 기관 또는 개인 누구라도 사이버 테러 행위나 그 징후, 또는 위험한 사이버 보안 상황을 탐

입되어 온라인으로 판매될 수 있다며, 대규모 온라인 정보 유출에 관한 입법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CTF에 신고해야 함
② 정보시스템운영자는 그의 관리 권한 범위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LOCS) 위반 행위를 탐지하는 경우 CTF에
이를 신고해야 함

2. 베트남 정부, 페이스북 '사이버 보안법' 위반 주장(2019년)

③ 정보시스템운영자 및 사이버 공간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가 그들의 정보시스템에 존
재하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CTF에 알리고 협조하여야 함

2019년 1월 10일,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페이스북이 반정부 정서 등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한 게시를 허용
하면서 사이버 보안법을 침해했다"며 "이메일 경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다만 LOCS 역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나 절차가 부재하고, LOCS의 신고 사안 역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밝혔다.

것이라기보다는 사이버 테러 행위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제
도(data breach notification scheme)와는 차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페이스북이 당국에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했으며, 가짜 제품과 각종 무기 등 불법
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계정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9년 베트남 사이버보안 비상대응팀/조정 센터(VNCERT/CC)
를 설립하였고, 현재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사고 대응 조정을 위한 기술 시스템, 검사 및 관리 서비스를 위한

반면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며 페이스북은 과거에도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조치를 취한

스팸메일 및 스팸 메시지 예방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핵심 작업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우리에게 불법적인 콘텐츠를 신고하는 명확한 절차를 갖고

비, 전문 인력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주로 개인정보 침해 실태 파악 및 인프라 확보 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눈에 띄

있으며, 정부의 이런 모든 요구를 서비스 약관과 현지법에 따라 검토한다”고 해명했다.

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이 발효된 지 10일 만에 논란이 되면서 반(反)정부 정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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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판매하려고 시도하였다. 현재 600만 개 이상의 파이 네트워크 앱이 애플(Apple)과 구글(Google) 기기에 다운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불법 콘텐츠로 간주하는 정부의 잣대에 따라 누구라도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09

'언론 통제'의 목적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

인터넷 부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가 외국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은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페이스북과 알파벳의 구글이 베트남에 서버를 배치하면 베트남 당국이 사용자의 데
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며 다수 글로벌 IT 기업들이 베트남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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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조사

러시아

신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이라는 일간지를 통해 공표된다.
러시아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 법률과 지방 법률이 존재한다. 연방법이 지역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연방법과 지
역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연방 법률의 경우, 하원 심의,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 공포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다. 러시아 개인정보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은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러시아

1. 개요

상태에서 하원의 3분의 2가 법안에 찬성한다면, 상원의 반대는 기각될 수 있다.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된 법은 “러시아

10

Ⅰ. 법률체계

러시아는 2006년 개인정보법(Federal Law of 27 July 2006 No. 152-FZ on personal data)과 정보ㆍ정보기
술ㆍ정보 보호법(Federal Law of 27 July 2006 No. 149-FZ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모든 국제법과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국내법에 우선한다46).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연방법(Federal Law of July
25, 2011 No. 261-FZ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Personal Data)에 따라 제18.1조 “정보처
리자의 본 연방법에 명시된 의무 수행 보장 조치(Measures to Ensure the Fulfillment by an operator of the

3. 개인정보보호법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t Organizations)“이 추가되었다. 2020년 잊혀

개인정보법(Federal Law of 27 July 2006 No. 152-FZ on personal data)은 2006년 7월 27일 제정되어 시행 중

질 권리 및 침묵이나 무반응이 개인정보처리의 유효한 동의가 아님을 명시한 개인정보법 수정에 대한 연방법 (Federal

이다. 해당 법은 전체 6장, 2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Obligations Laid Down in This Federal Law)”, 제22조 제1항 ”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관리하는 개인들(Persons

Law of 30 December 2020 No. 519-FZ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Personal Data)이 제정되
어, 제10.1조가 추가되었고, 2021년 3월 시행되었다. 2021년 7월 2일에는 개인정보법에 제23.1조 ”개인정보처리

[표 1] 러시아 개인정보법 조항

에 대한 연방정부 감독(Феде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надзор) за обработкой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조항이 추가되었다. 2014년 개인정보법 제2조 제5항에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조항을 추가
하고, 정보ㆍ정보기술ㆍ정보 보호법에 제15.5조 개인정보 침해자 명부(register of personal data infringers) 조
항을 추가하였다(Federal Law of July 21, 2014 No. 242-FZ on Amending Some Legislative Acts of the

제1조 적용 범위
제1장 일반 조항

제2조 목적
제3조 기본 용어

Russian Federation in as Much as It Concerns Updating the Procedure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in

제4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근거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Networks). 처벌 조항은 해당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법률(Code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195-FZ)에 포함되어 있다. 2021년 2월 24일 벌금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조건

과 형벌의 수준을 높인 수정안(Federal Law of 24 February 2021 No. 19-FZ on Amendments to the Code of

제7조 개인정보의 기밀 유지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제정되었다.

제8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 출처
제2장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조건

제9조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제10조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2. 러시아 법률체계

제10.1조 개인정보주체가 배포를 허락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

러시아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성문화된 대륙법(Civil law)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판결은 보통 판례보

제12조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다는 성문화된 법률에 근거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들과 공공기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하

제13조 국가 또는 시 개인정보 파일링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항

제11조 생체인식 개인정보

급 법원의 판결과 상급 법원의 판결이 충돌할 경우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의 판례를 따른다.
러시아 입법기관은 양원제이다. 상원인 연방 회의(Federal Council)와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로 이루어져 있
다. 상원에서 제안된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상원으로 넘겨지는데, 상원의 과반이
그 법안에 찬성하거나 14일간 검토되지 않으면 상원이 승인한 것으로 처리된다. 러시아 상원은 법안을 수정하지 못하
고, 가결하거나 부결할 수만 있다. 만약 상원이 법안을 부결한다면 상원과 하원이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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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헌
 법 15조 4항. The universally-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a component part of its legal system. If an international treaty or agre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ixes
other rules than those envisaged by law,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 shall be applied. (http://www.constitution.ru/
en/1000300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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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접근 권리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러시아

제16조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근거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가. 주요용어(제3조 등)

10

제3장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제15조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판촉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 캠
페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제17조 정보처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
제18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처리자의 의무

[표 2] 러시아 개인정보법 관련 용어

제18.1조 정보처리자가 연방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19조 개인정보 처리 중의 개인정보 보호 보장을 위한 조치
제4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제20조 개인정보주체나 그 대리인 또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 기관의 신청이 있거나 이들로부터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처리자의 의무
제21조 개인정보 처리 시 법령 위반 사항을 조치하고 개인정보를 수정, 차단 및 폐기해야
하는 정보처리자의 의무
제22조 개인정보 처리 통지

제5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관리
및 감독.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
제6장 최종 조항

제23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기관

설명

조항

개인정보
(personal data)

특정 또는 식별된 개인(개인정보주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정보

제3조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인종, 민족적 기원, 정치적 견해, 종교, 철학적 신념,
건강, 성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의 “민감정보”와 유사

제10조

생체인식 개인정보
(biometric personal data)

개인이 식별될 수 있고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
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 개인의 생
리적,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제11조

정보처리자
(operator)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범위를 정할 뿐만 아니라 독
자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를 구
성, 처리하는 국가 기관, 시 당국, 법인 또는 개인.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

제3조

개인정보 처리
(personal data processing)

개인정보를 가지고 자동, 수동으로 수행하는 조치나
조치들의 결합.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기록, 정
리, 축적, 저장, 명시, 추출, 이용, 배포, 익명화, 차
단, 폐기가 포함됨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persons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t organizations)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유사

제22.1조

개인정보시스템
(personal data information system)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처
리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 기술과 하드웨어

제3조

개인정보의 익명화
(anonymization of personal data)

관련 개인의 신원이 익명화된 정보만을 통해서는 확
인될 수 없도록 개인정보에 취해지는 조치

제3조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를 외국 정부기관, 외국법인 또는 외국에
있는 개인에게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행위

제3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기관
(the authorized body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data subjects’s right)

정보 기술 및 통신 분야에서 관리, 감독을 수행하
는 연방행정기관으로 통신, 정보기술, 매스컴 연방
관리소(Roskomnadzor).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를 의미

제23조

정보처리자 등록부
(register of operator)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제출한 관련 정
보를 보관하는 시스템. 해당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

제22조

제23.1조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
제24조 연방 법률의 요건 위반에 따른 책임
제25조 최종 조항

개인정보법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제2조). 이를 위해 해당 법
은 국가 기관, 법인, 개인이 자동 및 수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을 규율한다. 이 때 수동적 정보 처리는 성격
이 자동적 정보 처리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이 사적 또는 가족적 필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러시아 연방
의 국가기록보관소(state archives)가 보관하는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제22.1조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용어

정보처리자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GDPR에 규정된 개념인 데이터 컨트롤
러(data controller), 데이터 프로세서(data processor)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법률의 위탁자, 수탁자,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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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처리자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수탁자)는 개인정보주체의

보 처리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처리자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수탁자)는 연방 법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 수탁자는 연방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률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임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 보호책임자와 유사하다.

(3)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제9조)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할 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는

러시아

지만 위탁자, 수탁자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한국 법률의 개인정

10

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정보처리자(위탁자)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

구체적이고 정보에 입각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있다. 연방 법률에

나.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조건

규정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 동의의 경우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원칙(제5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주체의 이름ㆍ주소, 식별 문서(신분증 등)의 번호ㆍ발행 일자ㆍ발행 기관

① 합법성 및 형평성

③ 정보처리자의 이름ㆍ주소

② 사전에 정해진 특정한 법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처리

④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③ 목적 외로 처리할 개인정보 결합 불가

⑤ 처리 대상 개인정보 목록

④ 처리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만 처리 가능

⑥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할 자(수탁자)의 이름ㆍ주소

⑤ 개인정보의 범위와 특성은 처리 목적과 부합

⑦ 개인정보 처리 조치 목록,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⑥ 개인정보의 정확성, 충분성, 적합성 보장

⑧ 개인정보 처리 기한, 동의 철회 절차

⑦ 처리 목적 달성까지만 개인정보 보관 가능

⑨ 개인정보주체의 서명

(2) 개인정보 처리 조건(제6조)

(4)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제10조)

개인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는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연방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는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①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서면 동의

② 국제 협약ㆍ법률에 규정된 목적 달성, 연방 법률에서 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기능ㆍ권한ㆍ의무 수행을 위해서

②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③ 사법 행위 집행을 위해서

③ 러시아 연방의 재가입에 관한 국제 협약 이행 관련

④ 공공 서비스 제공, 공공 서비스 포털에 개인정보주체 등록을 위해서

④ 러시아 인구 조사 관련 연방 법률(No. 8-FZ)에 따른 처리

⑤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ㆍ수혜자ㆍ보증인인 계약 이행을 위해서

⑤ 국가 사회 지원 관련 법령, 노동 법령,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 및 은퇴 연금과 관련된 연방 법령에 따른 처리

⑥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나,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건강ㆍ중요 이익 보호를 위해서

⑥개
 인정보주체·타인의 생명, 건강, 기타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수

⑦ 정보처리자ㆍ제3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실현,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 이로 인해 개인정보주
체의 권리ㆍ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됨
⑧ 언론 과학적ㆍ문학적ㆍ창작 활동을 위해서. 단 이로 인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ㆍ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됨
⑨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해서

없는 경우
⑦예
 방 의학, 의학적 진단, 의료·사회적 보호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필요. 단 전문적으로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상
의 기밀 유지를 위한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의무를 가지는 자가 처리를 수행해야 함
⑧사
 회단체, 종교단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이들 단체의 설립 문서에 규정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러시아

⑩ 개인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

연방 법령에 따라 활동하는 해당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 단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

⑪ 연방 법률에 따라 공개한 개인정보

의 서면 동의 없이 배포되어서는 안 됨
⑨ 사법 재관 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마련되거나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정보처리자는 정보처리자 지침을 채택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정보처리자(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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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러
 시아 연방의 방위, 보안, 테러 대응, 교통 안전, 부패 방지 조치, 조사 활동, 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 형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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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② 개인정보주체 대리인의 이름ㆍ주소, 식별 문서의 번호ㆍ발행 일자ㆍ발행 기관, 대리인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

수행되는 경우

입국이 아닌 국가 중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국가의 목록을 승인하고 있다. 이는 GDPR 상의 적정
성 결정(adequacy decision)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으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⑫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시민의 가족에 맡길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의해서 러시아

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러시아

연방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①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동의한 경우
(5) 개인정보주체가 배포를 허락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제 10.1조)
●

●

② 러시아 연방의 협약에 규정된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배포를 허락한다는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정보주체의 다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와 개별적으

③ 러시아 연방의 헌법 질서 보호, 국방, 국가 안보, 안전한 교통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하여 연방 법률에 규정된 사안의 경우

로 작성된다.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배포를 허락한다는 정보처리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항목 각각

④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에 따라 개인정보 목록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보주체에게 보장해야 한다.

⑤개
 인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얻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주체나 타인의 생명, 건강, 기타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

정보처리자에게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 주체 자신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그러한 개인정보의 잇

10

⑪ 의무적 유형의 보험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한 경우

따른 배포나 처리에 대한 합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그 정보를 배포하고 처리가 개인 각자에게 있다.
●

정보주체가 배포를 허락한다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정보처리자에게 1) 직접, 2) 정보처리주체의 권리를 보

즉, 러시아에서 허용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침묵이나 무반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배포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

정보처리자는 배포 동의서를 받은 지 3일 내에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정보주체가 배포를 허락한 개인정보 전달(배포, 공급, 접근)은 개인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

유형

설명

이러한 요구대상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성, 이름, 부칭,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

CoE 108 협약 가입 국가

EU 회원국, 유럽경제지역협정(EEA) 체약국, 스위스, 러시아, 조지아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한 국가

로스콤나드조르에서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기타

개인정보주체 동의 등 해당 조건 만족

[표 3]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함된다. 이러한 요구에서 지시된 개인정보들은 정보처리자만 처리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배포를 허락한 개인정보 전달(배포, 공급, 접근)은 개인정보주체에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대상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성, 이름, 부칭,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호하는 공인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서 해야 한다.

함된다. 이러한 요구에서 지시된 개인정보들은 정보처리자만 처리할 수 있다.
●

본 법률에서 명시한 조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시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전

다.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에 자신이 배포를 허락한 개인정보의 전달(배포, 공급, 접근) 중지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법적 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
해당 인물은 정보주체의 요청을 받은 후 3 근무일 안에 개인정보의 전달(배포, 공급, 접근) 중지해야한다.
●

본 조항은 러시아 연방법이 연방이나 지방 행정부에 부여한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개인정보 접근 권리(제14조)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6) 생체인식 개인정보(제11조)
생체인식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다.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수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됨
-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확인

- 러시아 연방의 재가입에 관한 국제 협약 이행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목록

- 사법 재판의 관리, 사법 행위의 집행

-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방법

- 러시아 연방의 방위, 보안, 테러 대응, 교통 안전, 부패 방지 조치, 조사 활동, 국가 공공 서비스에 관한 법령, 형법

- 정보처리자의 이름, 위치

- 러시아 연방 탈퇴 및 가입을 위한 절차에 관한 법령

- 정보처리자의 직원이 아니면서 계약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거나 개인정보를 공
개받는 자에 대한 정보

(7)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제12조)

- 처리된 개인정보와 출처

러시아는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CoE 108,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 처리 기간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 가입하였다. 따라

-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서 러시아로부터 CoE 108 협약 가입국으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협약 가

- 개인정보 국경 간 이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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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률에 규정된 기타 정보

③ 개인정보의 예상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최신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확보되었거나 명시된 처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

④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지 않을 경우, 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정, 차단, 폐기 요청

⑤ 개인정보를 확보한 출처

●

정보처리자로부터 접근 가능한 형태(accessible form)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수령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은 연방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함

러시아

②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법적 근거

10

●

- 정보처리자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자(수탁자)의 이름, 주소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국방, 국가 안보, 공공 질서 유지
- 범죄 혐의로 구금, 기소 등

①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처리자가 처리한다는 것을 통지받은 경우

- 범죄 수익금 합법화, 테러 자금 조달 지원

② 연방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 수혜자, 보증인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경우

-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③ 개인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었거나 공개된 출처로부터 확보된 경우

- 안정적이고 안전한 교통 운영, 교통 안전 목적 등

④통
 계, 기타 연구, 언론인의 전문 활동, 과학적, 문학적, 기타 창작 활동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단 이로 인해서 개
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됨.

(2) 마케팅 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사전 동의(제15조)

⑤ 개인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용된다. 또한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를 즉시 중단할 의무가 있다.

(2) 정보처리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제18.1조)
정보처리자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3)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권리(제16조)
개인정보주체에게 법적 결과를 가져오거나 권리와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의사 결정을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①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선임

근거해서 수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러한 처리는 개인정보주체가 서면 동의하거나, 연방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

② 개인정보 처리 정책, 절차 수립

능하다. 또한 정보처리자는 해당 절차, 결정이 야기하는 법적 결과를 개인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설명하여, 개인정보주

③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직적, 기술적 조치 적용

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독 및 감사
⑤ 법률 위반 시 예상되는 손해를 산정하고 적용 조치와 비교 검토

(4) 이의 제기 권리(제17조)

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정책, 절차 등에 대한 직원 교육

개인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가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고 판단하면, 정보처리자의 작위(action), 부작위(inaction)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정책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정

다. 개인정보주체는 손실 보상, 위자료 보상 등 자신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책, 절차와 조치를 적용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처리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제19조)

라. 정보처리자의 의무

정보처리자는 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 폐기, 변경, 차단, 복제, 제공, 배포 등 불법적 행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직적,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 시 의무(제18조)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

●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 탐지

정보 제공이 의무적인 경우,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거부로 인한 법적 결과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적,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우, 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

준수 여부 평가 절차를 수행한 데이터 보호 조치 적용

주체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동 전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효과성 평가

●

개인정보를 포함한 매체 기록 보관

●

인가받지 않은 개인정보 접근을 탐지하고 조치

① 정보처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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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상품, 서비스의 시장 판촉 목적, 정치 활동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파손된 개인정보 복구

②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 이행

●

개인정보 접근 규칙 마련 및 접근 기록 보존

③ 사회단체, 종교기관의 참여자와 관련되며 해당 단체, 기관의 설립 문서에 규정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처리

●

보호 조치 모니터링

④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공개

이외에도 러시아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건

●

생체인식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요건

⑥ 정보처리자가 위치한 장소에 개인정보주체가 1회성으로 들어오거나 유사 목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
⑦국
 가 안보ㆍ공공 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 개인정보 파일링 시스템(state personal data filing system)

러시아

⑤ 개인정보 주체의 이름만 포함

10

●

에 포함된 개인정보
⑧ 연방 법률 등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며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되는 개인정보
⑨교
 통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처리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 개인정보주체의 대리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통지 시에는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통지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홈페이지

한다.

의 해당 메뉴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

개인정보주체나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

① 정보처리자의 이름, 주소

●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30일 이내에 사유를 담은 회신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회신에는 거부 근거 법률 조항을 포함

②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하여야 함

③ 개인정보 범주

개인정보 제공 시 무료로 제공. 개인정보가 불완전, 부정확, 오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수

④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개인정보주체의 범주

정.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입수되었거나 처리 목적에 맞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폐기. 정

⑤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보처리자는 수정 등 조치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가 이전된 제3자에게 통지

⑥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치 내역, 정보처리자가 사용하게 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일반적 설명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제공

⑦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암호화 정보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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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4) 개인정보 관련 요청에 대한 처리(제20조)

⑧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의 이름, 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5) 위반 사항 시정 등에 대한 처리(제21조)

⑨ 개인정보 처리 시작 일자

정보처리자는 법률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정, 차단, 폐기하여야 한다.

⑩ 개인정보 처리 종료 기간이나 조건
⑪ 국외 이전 관련 정보

●

개인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근거 서류를 받은 7영업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차단

⑫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 개인정보

⑬ 러시아 시민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위치 정보*

처리를 합법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폐기

* 해당 내용은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 법률(No. 242-FZ)에 의하여 추가되었음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해당 목적이 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통지받은 정보를 30일 이내에 정보처리자 등록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동안

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폐기

해당 등록부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된다.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개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철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인정보 감독기구는 정보처리자에게 해당 내역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보가 변경되거나 개인정보 처리가 완료

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 만약 개인정보 보관 필요가 없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 폐기

되는 경우, 정보처리자는 10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

●

(6) 개인정보 처리 통지(제22조)

(7)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지정(제22.1조)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아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개인

도 된다.

정보 처리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노동 법령에 따른 처리

① 연방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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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처리자 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정책, 절차에 대한 교육
●

(피감독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실행된 감독 조치를 제외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연방정부감독은 2020년 7월 31일 발
효된 연방법 N 248-ФЗ "러시아 연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감독에 관한 법률(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нтроле

정보처리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러시아 연방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러시아 연방 내에 위
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 제5항). 법률 제6조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내용은 데이터 현지화(data

(надзоре) и муниципальном контрол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

피감독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조치를 시행하는 도중 드러난 재물의 손해나 손해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인지는 상기 연방
법 60조에 의거하여 감독 조치 시행 결정의 근거가 된다.

러시아

(8) 개인정보 러시아 연방 내 보관(제18조 등)

10

③ 개인정보주체나 대리인으로부터 요청 사항 접수 및 처리

보 관련 필수 요건의 준수 여부이다.

localiz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 법률(No. 242-FZ)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바. 처벌 조항(제24조)
마. 개인정보 감독기구
(1) 권한(제23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법률(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195-FZ)에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통신, 정보기술, 매스컴 연방관리소 (이하,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다. 개인정보 감독

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위반자에게 최고 500,000루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이 법률의 수정안 (Federal

기구는 개인정보의 내용, 처리 방법, 처리 목적 간의 정합성에 대하여 개인정보주체가 제기한 민원(claim)을 심사하고

Law of 24 February 2021 No. 19-FZ on Amendments to the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Russian Federation)이 2021년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① 권한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무료로 수령

상기 수정법안 제13.11조에 의거하여 러시아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자들에게는 2021년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은 벌

② 개인정보 처리 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점검하거나 다른 기관에 점검을 요구

금이 부과된다.47)

③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정, 차단, 폐지하도록 정보처리자에게 요구

[표 4]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

④ 법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 종료
⑤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법원에서 정보 보호주체의 권리를 대변
⑥ 연방 정부에 법률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출

위반 내용

벌금액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그 수집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

EUR 666 – 1,111
(재범 EUR 1,111 – 3,334)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서 내용을 위반

EUR 333 – 1,667
(재범 EUR 3,334 – 5,556)

⑦ 법률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 조치
(2) 수행 업무(제23조)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정책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EUR 333 – 666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EUR 444 – 889

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체계화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합당한 개인정보 삭제, 수정, 접근 금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민원을 심사하고 판단
③ 정보처리자 등록부를 유지 및 관리
④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개선을 위한 기타 조치 수행
⑤ 보안,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 행정기관의 요청 시, 개인정보 처리의 중단ㆍ종료를 유발하는 조치의 수행
⑥ 개인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 기관 및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림

개인정보가 자동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될 때, 정보처리자가 물리적 보관
매체에 보관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탈개인화(depersonalize)
하지 않은 경우

EUR 555 – 1,000
(재범: EUR 3,334 – 5,556)
EUR 555 – 1,111
EUR 65 - 130

상기 수정법안 제4.5에 따르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였다.

⑦ 연방 법률에서 정한 기타 임무
(3) 연방정부의 감독(제23.1조)
●

연방정부의 개인정보처리 감독의 대상은 정보처리자들의 본 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의 관련 법률에서 명시된 개인정

246

47) F
 ines increased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violations (cms-lawnow.com) (https://www.cms-lawnow.com/ealerts/2021/03/
fines-increased-for-personal-data-protection-violations), Review of amendments to personal data laws (cls.ru) (https://
www.cls.ru/press-centr/legal-overviews/review-of-amendments-to-personal-data-laws/?utm_source=Mondaq&utm_
medium=syndication&utm_campaign=LinkedIn-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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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보상을 받는다.

29

제15.5조 러시아 연방법을 위반하여 가공되는 정보 접근 제한 절차

30

제15.6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대상이 포함 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망 사이트 접근 제한 절차

정보ㆍ정보기술ㆍ정보 보호법(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protection of

31

제15.6-1조 차단된 사이트 카피에 대한 접근 제한 절차

information of 27 July 2006 No. 149-FZ )은 2006년 7월 27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2014년 7월 21일 개인정

32

제15.7조 저작권 위반 및 (또는) 관련 권리의 중단을 위한 소송 외 대책

보 침해자 명부 조항(제15.5조)이 추가되었다. 해당 법은 전체 3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

제15.8조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정보의 사용을 예방하는 대책

34

제15.9조 해외 수단의 정보 자원 접근 제한 절차

35

제16조 정보 보호

36

제17조 정보, 정보기술 분야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37

제18조 다른 법령의 (입법 규정) 효력 상실에 대하여

4. 기타관련법령: 정보ㆍ정보기술ㆍ정보 보호법

[표 5] 정보ㆍ정보기술ㆍ정보 보호법 조항
조항

1

제1조 적용 분야

2

제2조 주요 개념

정보법은 정보처리자의 정보 보호 등 의무, 정보 접근 제한,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망 사용, 접근 제한 인터넷 사이

3

제3조 정보, 정보기술 분야에서 권리 조정 원칙

트,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침해자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공이 금지되는 정보는 전쟁 선전, 국가ㆍ인종ㆍ종

4

제4조 정보, 정보기술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

5

제5조 권리 관계의 대상물로서의 정보

교 증오 유발, 형사ㆍ행정 책임이 있는 정보 등이다.

6

제6조 정보 소유자

7

제7조 일반 공개 정보

8

제8조 정보 접근 권리

9

제9조 정보 접근의 제한

10

제10조 정보 전파나 정보 제공

11

제10.1조* 인터넷망에서 정보 전파 조직자의 의무

12

제10.3조 검색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의무

13

제10.4조 뉴스 수집기(aggregator)에 의한 정보 전파의 특성

14

제10.5조 시청각 서비스 소유자의 의무

15

제11조 정보의 서류화

16

제11.1조 권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자 서류로 정보 교환

17

제12조 정보 기술 적용 분야에서 국가 규제

18

제12.1조 러시아어 프로그램 사용 분야에서 국가 규제의 특성

19

제13조 정보시스템

20

제14조 국가 정보시스템

21

제14.1조 러시아연방 국민의 식별을 목적으로 정보기술 사용

22

제14.2조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 보장

23

제15조 정보통신망의 사용

24

제15.1조 인터넷망의 사이트 페이지와 주소에 명시된 통합 도메인 네임 명부

25

제15.1-1조 무례한 표현이 담긴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절차

26

제15.2조 저작권을 위반하여 전파되는 정보 접근의 제한 절차

27

제15.3조 법을 위반하여 전파되는 정보 접근의 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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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침해자 등록(제15.5조)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인터넷에서 법률을 위반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침해자 등
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이를 개인정보 침해자 명부(register of personal data infringers)라고 하며, 다음
의 항목을 포함한다.
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 인터넷 사이트 페이지
② 러시아 법률에 따라 처리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주소
③ 효력이 있는 법원 문서
④ 개인정보 분야의 러시아 연방 법령의 위반을 시정하라는 정보
⑤제
 한을 목적으로 정보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처리자에게 발송하는 일자
정보 제공자는 조치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으면 1영업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위법하
다고 판단한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법의 법 집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실제로 해
당 조항에 근거하여 LinkedIn 등의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나. 정보 보호(제16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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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러시아

제15.4조 전파 조직자의 정보 자원에 접근 제한 절차

10

28

①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 해당 정보를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전달 방지

2. 조직 구성 및 운영

10

②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적시에 발견
③ 정보에 대한 접근 절차 위반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경고

가. 개요

⑤ 수정되었거나 폐기된 정보의 즉각적인 복구 가능성

[그림 1 ] 로스콤나드조르 조직도

⑥ 정보 보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통제
⑦ 러시아 연방 국민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러시아 연방 내에 설치*

기관장

Head of 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rechnology and mass media

* 해당 내용은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 법률(No. 242-FZ)에 의하여 추가되었음
부서장

부서장

Deputy Head

기획부

관리부

(administrative
department)

재무부

1. 개요

(finance department)

Deputy Head

매스컴 허가,
관리, 감독부

(mass communication
permit issuing, control
and supervision
deprtment)

전기 통신 관리,
감독부

부서장

Deputy Head

통신허가부

(telecommunication
permit issuing
deprtment)

부서장

Deputy Head

정보기술 감독부

(information
technology supervision
department)

부서장

Deputy Head

개인정보주체
권리 보호부

법무부

(legal department)

(protecting rights of
personal data subjects
department)

통신 관리, 감독부

(telecommunication
control and supervision
department)

(department of
control and superv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통신, 정보기술, 매스컴 연방관리소(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2009년 3월 16일 제정된 러시아 연방법령 No. 228 로스콤나드조르 규정(Statute of Roskomnadzor) 제8조에 따

technology and mass media, Roskomnadzor)는 2008년 12월 3일 1715호 연방 시행령(Decree No. 1715

르면 로스콤나드조르의 수장은 러시아연방 통신미디어부 장관(Minister of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of December 3, 2008)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러시아 연방의 행정 기관으로 허가, 통신ㆍ정보기

the Russian Federation)50)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되는데, 그 임기는 법률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로스콤나드조

술ㆍ미디어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본

르의 수장은 해당 기관 부서장들과 지역 사무소장들의 임명과 해임 제안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사무소 직원

부에 10개 부서(department)가 있으며 71개 지역 사무소가 있다.

및 산하 기관 직원들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51).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외국 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한편 상기 규정 제1조에서는 로스콤나드조르가 러시아연방 통신미디어부의 부속기관이며, 헌법, 연방법, 대통령령,

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외국 목록을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 대

국제법규, 러시아연방 통신미디어부의 법령의 영향 하에 놓인다고 명시되어 있다52). 즉, 러시아 법률상 로스콤나드

통령, 연방 정부, 연방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연방 예산으로부

조르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아닌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 연방 디지털 발전, 통신, 미디어부(Ministry of Digital

터 지원을 받으며, 산하에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의 산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
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제정하는 인터넷과 온라인 공간의 검열을 강화하는 법안들의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은 개인정보 감독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적, 공적 정보 및 통신 등 보다 폭넓

집행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53).

54)

은 정보통신 관련 영역을 감독, 관리, 운영하고 있고, 이 모든 활동을 위해 연방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로스콤나드조
르는 2017년 85억 루블, 2018년 348억 루블, 2019년 193억 루블, 2020년 187억 루블48)의 예산을 집행했다. 2018
년 이후 급증한 예산 중 수입의 대다수는 무선 영역 사용자들의 사용료(Плата пользователей радиочастотным
спектром)가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산하 기관의 보조비로 지출되고 있다.49)

50) 현재 러시아 연방 디지털 발전, 통신, 미디어부 장관(Minister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51) Statute of Roskomnadzor (http://eng.rkn.gov.ru/about/)
52) Statute of Roskomnadzor (http://eng.rkn.gov.ru/about/)

48) 최근 1년 1루블은 약 15원의 환율로, 각각 약 1400억원, 5600억, 3150억, 3000억원에 상당함.

53) Kremlin Moves Toward Control of Internet, Raising Censorship Fears, NY Times 2019/4/11 (https://www.nytimes.com/2019/04/11/
world/europe/russia-internet-censorship.html), How censorship works in Vladimir Putin’s Russia, Washington Post 2016/2/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act-four/wp/2016/02/09/how-censorship-works-in-vladimir-putins-russia/) 외

49) https://rkn.gov.ru/plan-and-reports/reports/p547/

54) https://rkn.gov.ru/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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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department)

Ⅱ. 행정체계

러시아

④ 정보 가공을 위한 기술 수단의 방지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차단

사무소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러한 산하기관 보조비로 지출하고 있다.

중앙 사무소

(1) 중앙 무선통신 센터(General Radio Frequency Centre)
2000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무선통신, 무선통신 채널, 무선 전자 기구, 고주파 장치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기술적 작업
을 하고, 기술 평가를 하며,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과학기술센터 "인포름레기스트르“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й центр «Информрегистр»)
1992년 설립된 기관으로 전자출판물의 국가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3) 공공 접속 네트워크 감시관리센터 (Центр мониторинга и управления сетью связи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2019년 소위 “인터넷 주권법” (Закон о "суверенном интернете")이라 불리는, “통신법” (Закон "о „связи")과

”정보, 정보 기술, 정보 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에 대한 수정법 N 90-ФЗ에 따라 위급 상황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
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트래픽 루트와 차단 콘텐츠를 식별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로스콤나드조
르가 특정 사이트들을 더 효율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2019년 로스콤나드조르 산하 공공 접속
네트워크 감시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 로스콤나드조르는 이곳에 50억 루블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시아 정부의 통제 강화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억제에 대한 우려가 여러 해외언론에서 제기되었다 .

남부연방지부
사무소

북카프카즈
연방지부
사무소

볼가연방지부
사무소

사무소

시베리아
연방지부
사무소

56) 러시아 개인정보법 관련 재판은 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사무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좀 더 작은 지역사무소에 대한 정보
는 모두 기재하지 못함. 기타 보다 자세한 60여개의 지역사무소 정보는 (http://eng.rkn.gov.ru/about/regional_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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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95) 587-44-68, (495) 983-33-93

이메일

rsoc_in@rkn.gov.ru

홈페이지

http://rkn.gov.ru/

주소

2, bldg 10, Starokashirskoye Shosse, GSP-7 (Official Municipal Post - 7),
Moscow, 117997, Russia

전화번호

+7 (495)587-44-85

이메일

rsockanc77@rkn.gov.ru

주소

Roskomnadzor Office for the Northwestern Federal District
27, Galernaya St., (BOX 1048), St. Petersburg, 190000, Russia

전화번호

+7 (812) 678-95-26

이메일

rknkanc78@rkn.gov.ru
Roskomnadzor Office for the Southern Federal District
158, Mayakovskogo St., Krasnodar, 350001, Russia

전화번호

+7 (861) 991-24-09

이메일

rsockanc23@rkn.gov.ru

홈페이지

23.rkn.gov.ru

주소

Roskomnadzor Office for the North Caucasian Federal District
8, Tukhachevskogo St., Stavropol, 355040, Russia

전화번호

+7 (8652) 25-71-71

이메일

rsockanc26@rkn.gov.ru
Roskomnadzor Office for the Volga Federal District

우랄연방지부

55) "Russia internet: Law introducing new controls comes into force," BBC 2019/11/1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0259597), “How Russia Is Stepping Up Its Campaign to Control the Internet”, Time 2021/4/1 (https://time.
com/5951834/russia-control-internet/) 등.

전화번호

주소

예정과 달리 2021년 10월 현재까지 해당 감시관리센터를 설립하지 못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한 로스콤나드조르 및 러
55) 56)

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Roskomnadzor)7, bldg 2, Kitaigorodskiy proezd,
Moscow, 109992, Russia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북서연방지부
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inforeg.ru/

주소

Roskomnadzor Office for the Central Federal District
중앙연방지부
사무소

홈페이지: https://grfc.ru/grfc/eng/?eng

연락처

러시아

로스콤나드조르 산하에는 현재 2개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이 있으며, 1개의 기관이 설립 예정이다. 로스콤나드조르는

10

[표 6] 로스콤나드조르 본부와 지역사무소 연락처

나. 산하기관 https://rkn.gov.ru/p426/

극동연방지부
사무소

주소

4, Zelenskiy syezd, GSP-5 (Official Municipal Post - 5), Nizhny Novgorod,
603950, Russia

전화번호

+7 (831) 435-16-77

이메일

rsockanc52@rkn.gov.ru

주소

Roskomnadzor Office for the Ural Federal District
39, Lenina prospekt, PO Box 337, Ekaterinburg, 620000, Russia

전화번호

+7 (343)227-24-40

이메일

rsockanc66@rkn.gov.ru

주소

Roskomnadzor Office for the Siberian Federal District
33, Sovetskaya St., Novosibirsk, 630099, Russia

전화번호

+7 (383) 349-55-89

이메일

rsockanc54@rkn.gov.ru

주소

Roskomnadzor Department for the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18, Belomorskaya St., Vladivostok, 690022, Russia

전화번호

+7 (423)239-08-11

이메일

rsockanc25@rkn.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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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거나 이러한 기재를 허용하는 서류의 표준양식, 정보의 성격이 러시아 연방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10

다. 주요 기능 및 권한

- 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
러시아 통신, 정보기술, 매스컴 연방관리소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처리자가 제출한 정보를 보관하는 정보처리자 등록부(register of operator)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처리자들은 정
보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등록이나 서류 제출 모두 가능하다. 2020년 8월 21일 기

- 운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시한 자의 지시 내용에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 그 안전을 보장할 의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요건이 부재
-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할 장소와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자의 목록 또는 그에 대해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자

러시아

(1) 정보처리자 등록부 관리

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음

준 410,779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회사명, 등록 번호 등으로 조회도 가능하다.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
에 의해서 러시아 시민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위치 정보 항목도 추가되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ㆍ목적 등을 등록하는 것과
유사하나, 러시아에서는 로스콤나드조르에서 모든 사업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등록
정보의 수정을 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하거나 점검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Ⅲ. 피해구제 체계

로스콤나드조르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CoE 108 협약 가입국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한 국가들을 선
정하고 있다. 해당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가능하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국가 선정 근거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1. 민원 처리 절차

유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의 유무, 개인정보 관련법의 요건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체계 유무 등이다.

가. 비대면 서면 신고
* 가봉,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몽골, 베냉,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앙골라, 이스라엘,
일본,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튀니지, 페루, 한국, 호주(출처 : 54.rkn.gov.ru/protection/

로스콤나드조르와 연방정부기관 및 지방정부기관은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관련 민원 접수는 대면

acts/p32010/)

과 비대면, 즉 온라인 및 우편으로 서면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3) 정보처리자 점검

. 러시아연방 통합 정부민원 접수 사이트 (Public Services Portal of the Russian Federation)

로스콤나드조르는 매년 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과 수시 점검을 수행한다. 2017년의 경우, 기획 점검 875건

: https://www.gosuslugi.ru/

을 수행하여 6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수시 점검 60건을 수행하여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2018년

. 로스콤나드조르 홈페이지 : rkn.gov.ru/treatments/ask-question/

의 경우, 기획 점검 832건을 수행하여 6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수시 점검 49건을 수행하여 16건의 위반 사

. 로스콤나드조르 이메일 : rsoc_in@rkn.gov.ru

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회관계망: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rkn
Facebook: https://www.facebook.com/roskomnadzor.official

- 불완전ㆍ허위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를 제출

Twitter: https://twitter.com/roscomnadzor

- 개인정보 처리 시 비밀 유지 요건 위반

Telegram: https://t.me/rkn_tg

-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규정하는 문서, 현재 이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 관한 정보의 공개 또는 이들에 대한 무제
한 접근 보장 조치를 운영자가 취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3일 내에 접수 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5일 내에 관련 부서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연방법 N

- 개인정보법과 관련 지침들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필요 충분한 조치를 운영자가 취하지 않음

357-ФЗ에 따라, 연방 정부나 지방 기관에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되어야 하며, 연방

- 자동화 수단의 사용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고지 요건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음

정부의 관계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의 보존을 보장하며 이들에 대한 비허가 접근을 막는 조건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음
- 처리 목적 달성 이후의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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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2) 개인정보 국외이전 대상 국가 목록 관리

없는 내용이라면 접수 과정에서 즉시 답변을 전달하고, 나머지 경우 추후 서면으로 답변한다.

러시아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접수한 경우, 민원인이 구두로 진술한 내용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의 여지가

10

Ⅳ. Cases

나. 대면 구두 신고

1. Facebook, Twitter, WhatsApp의 데이터 현지화 위반
가. 개요

2. 민원 처리 결과

57)

2014년 개정된 연방법(Federal Law of July 21, 2014 No. 242-FZ on Amending Some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as Much as It Concerns Updating the Procedure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in

인할 수 있다. 민원인이 이메일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답변 받는다.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Networks)에 따라 개인정보법 제2조 제5항에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로스콤나드조르는 매스컴, 통신 등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와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보처리자가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처리가 러시아 연방의 영토 안

관련된 신고는 2017년 36,498건, 2018년 39,335건, 2019년 52,375건, 2020년 42,255건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처리자는 러시아 내 자신의 웹사이

민원의 대부분은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적시, 은행 업무, 채권추심기관에 개인정보 전달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트가 차단되고, 개인정보법 위반자 명단에 등록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로스콤나드조르는 2016년 LinkedIn

같이 매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로스콤나드조르는 이것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러시아인의

의 경우처럼 해당 법을 위반한 정보처리자의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었을 뿐, 벌금형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 2019년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신고건 중 상당수는 검찰이나 다른 관련 정부 기관에 넘겨졌다.

수정된 법(Federal Law No. 405-FZ, On the Introduction of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Offenses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데이터 현지화 조항을 위반한 법인체에는 1,000,000-6,000,000 루블
민원인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 정부 관계자의 불법적 행위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USD 16,000–94,000), 재범일 경우 6,000,000-18,000,000루블(USD 94,000–282,000), 책임자에는 100,000

권리를 가지고 있다.

- 200,000루블 (USD 1,600–3,200), 재범일 경우 500,000–800,000 (USD 8,000–12,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현지화 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2020년 Facebook과 Twitter는 각각 4,000,000루블(USD 54,000)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2021년 Facebook은 벌금을 납부하고, Twitter는 벌금을 아직 미납한 상태에서 로스콤나드조르는 러시
아 유저들의 개인 정보 처리와 보관이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두 회사와 WhatsApp은 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 동일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었고, 2021년 8월 26일
모스크바 타간 지방 법원은 Facebook에게 15,000,000 루블(USD 202,000), Twitter에게 17,000,000루블 (USD
228,000), WhatsApp에게 4,000,000루블의 벌금, 총 36,000,000루블을 구형했다.

나. 로스콤나드조르의 주장
- 러시아 개인정보법에 따라 정보처리자는 러시아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러시아 영토 안에서 해야하며, 이러한 정보 현
지화는 러시아 유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한다.
- Twitter와 Facebook은 2020년 이미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재범이며, 이 중 Facebook은 벌금을 납부
하고, Twitter는 미납한 것이 벌금액 책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암시
- 현재, Apple, Microsoft, LG, Samsung, PayPal, Booking 등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 내 600 개의 외국회사들이 데
57) https://rkn.gov.ru/treatments/p436/
58)메뉴: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 Статус обращения : https://rkn.gov.ru/treatments/check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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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콤나드조르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민원의 경우 홈페이지 에서 민원인이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민원 접수결과를 확
58)

가. 개요

- 이들이 주장하는 항소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Russian Standard Bank가 동의 없이 두 명의 개인 고객에게 전화하여 은행의 새 상품을 광

러시아

- 이들 회사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항소한 상태이다.

2. Russian Standard Bank의 불법 텔레마케팅

10

다. Facebook, Twitter, WhatsApp의 주장

고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라. 시사점

- 은행은 기술적 오류의 결과로 두 개인의 번호가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고 설명했다.
- 2021년 5월 31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고, 은행에 150,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2021년 수정된 연방법(Federal Law of 24 February 2021 No. 195-FZ on Amendments to the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재범일 경

- 2021년 6월 8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Russian Standard Bank가 다른 지역에서도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했
다는 정보가 접수된 상태였다.

우 최대 500,000루블인 것을 감안하면, 데이터 현지화 위반에 대한 벌금은 그 금액이 매우 높은 편이다. 즉, 러시아 개

-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400,000루블의 추가벌금을 부과했다.

인정보처리 감독 기구는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

- Russian Standard Bank은 반론 없이 고객의 동의 없이 발송된 2통의 광고 전화에 대한 벌금 550,000루블(USD

Facebook, Twitter, WhatsApp 뿐 아니라, 2021년 7월 Google 또한 데이터 현지화 위반으로 3,000,000루블
(USD 41,000)의 벌금형을 받았고, 러시아 법원은 2020년에 개정된 행정법(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dministrative Offenses NO. 195-FZ) 제13.41조에 의거하여 금지된 정보 삭제를 거부한 Facebook, Twitter,

나. 시사점

Google에 21,000,000루블, 4,000,000루블, 14,000,000루블의 벌금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
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 IT 기업들과 그들의 플랫폼을 감독하고 통제하고, 고액의

소비에트 시절 매우 통제적인 사회 체제를 경험했던 러시아인들은 자기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전화번호, 주

벌금 부과를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따라서 러시아인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좀 더 조심스러운 필요가 있다.

이에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어 데이터 현지화 정책과 기타 정보통신 관련법을 숙지하고, 이에 적절
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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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을 기한 내 지불했다.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 제 체 계 현 황 조 사

11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조사

프랑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이다. 프랑스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권
리는 헌법상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프랑스는 1978년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2018년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citoyen)’과 2004년 ‘환경헌장(Charte de l’environnement)에서 기본권을 정의하고 그 보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발표 이후 이에 맞춰 개정을 거듭해왔다. 프랑스 개인정보보

인정보보호를 ‘사생활의 자유(liberté de la vie privée)’로 간주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체 다섯 편(title) 128개 조

호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의 논의는 1974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자국민을 특정 번호로 식별하고 고유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별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부 기록을 상호 연결하려는 ‘행정문서와 개인별 목록 자동화시스템(Système Automatisé

[표 1]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pour les Fichiers Administratifs et le Répertoire des Individus, 일명 ‘SAFARI 프로젝트’)의 시행을 계획 중이었

제1편 공통 조항

1978년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Loi informatique et libertés, 일명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여 자국 내 모든 개인정

제 1조

목적

보 처리(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독립 감독기구

제 2조

적용 범위

제 3조

지리적 범위

제 4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요건

제 5조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시행된 이후에는 2018년 6월 ‘2018-493호 법률(Loi n° 2018-493 du 20 juin 201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제 6조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données personnenlles)’의 시행을 통해 GDPR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복 조항이나

제 7조

행정문서 및 공공기록물 열람의 합법적 요건

조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표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8년 12월 12일 ‘2018-1125호 법령(Ordonnance

제 8조

감독기구(CNIL)의 역할

n° 2018-1125)’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행 중인 다른 규정과 일관성을 기하는 등 기존 법률을 보완하

제 9조

감독기구(CNIL)의 구성

였다. GDPR과 프랑스 자국법의 방향을 맞추는 마지막 작업으로 2019년 5월 29일 ‘2019-536호 시행령(Décret n°

제 10조

감독기구(CNIL) 구성원의 임명

2019-536)’이 발표되었다.

제 11조

감독기구(CNIL) 구성원의 기밀유지 의무

제 12조

심의, 서류 검토, 개인정보보호 인증라벨 발급 의무

제 13조

감독기구(CNIL) 의사결정 절차

제 14조

공통 사안에 대한 행정문서접근위원회와 협력

제 15조

감독기구(CNIL) 감독 업무 권한의 법적 근거

제 16조

감독기구(CNIL)의 처벌 권한의 법적 근거

제 17조

감독기구(CNIL) 내 정부위원 근무와 역할

제 18조

감독기구(CNIL) 독립성의 법적 근거

제 19조

개인데이터 처리 감독에 있어 감독기구(CNIL)의 감독 절차 및 권한

제 20조

GDPR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혹은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절차·내용

보보호의 법적·제도적 기본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은 OECD와 EU의 지침에 부합하도
록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법의 규율 영역을 확대하는 등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왔다. 2018년 5월 25일 GDPR이

제1장
일반 조항

제1절 조직과 임무

2. 프랑스 법률 체계
프랑스는 프랑스 헌법 제39조 제1항을 통해 대통령, 총리 또는 장관, 의외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듯 대통령, 총리 또는 장관으로 표현되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정부발의법안(projets
de loi)’이라고 한다. 정부발의법안의 경우 의회 제출 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자문을 받아 제출된다. 또한 법안 초안
은 의회 제출 전 반드시 영향평가(étude d’impact)와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Etat, 주: 참사원 혹은 국
사원이라고도 불리며 최고 행정법원을 의미함)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정부발의법안과 의회발의법안 모두 제출이후 하원

제2장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CNIL)
제2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심의, 상원 심의, 양원의 법안 조정을 위한 의견조율과 재심의(이러한 과정을 왕복심의라 함), 대통령 서명, 공포의 절차
를 거친다. 의회에서 발의하는 ‘의회발의법안(propositions de loi)’의 경우는 발의 주체만 다르고 정부발의법안과 동
일한 입법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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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정조치 및
제재

제 21조

개입이 시급한 GDPR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절차·내용

제 22조

시정 명령 절차와 내용

제 23조

GDPR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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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국민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 논의 끝에 프랑스 정부는

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이하 ‘CNIL’)을 설치해 개인정

프랑스

1. 개요

3. 개인정보 보호법

11

Ⅰ. 법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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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에 따른 기타 EU 회원국 감독기관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 조사 협력

제 26조

EU 회원국 감독기관과 협력과 협력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

제 27조

선임 감독 기구로서 역할

제 28조

시정 명령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반론 제기

제 29조

EU 비회원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과의 협력과 요건

제 30조

국가개인식별번호 처리 허용 조건

제 31조

개인정보 성격에 따른 처리의 사전 절차

제 32조

생체정보 처리의 사전 절차

제 33조

사전 절차를 통해 CNIL에 제출한 의견요청서 작성 사항

제 34조

의견 요청 처리 기간과 CNIL의 동의로 간주되는 조건

제 35조

개인정보 사전 절차 검토 후 처리 개시 허가서 상 명시 내용

제 36조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목록 공개와 목록 내용

제5장

제 37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컨트롤러에
대한 의무 및
권리

제 38조

공동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근거

제 39조

CNIL의 법적 조사 절차

제6장 형사
조항

제 40조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위반내용에 대한 형법 상의 근거 조항

제 41조

판결 공판 사전 절차

제4장
처리실행의
사전수속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1절 일반 의무

제3장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제2절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처리에
대한 의무 사항
제3절 보건(건강) 분야
개인정보 처리

제3절 보건(건강) 분야
개인정보 처리 제1부
속절 일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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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조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허용 범위

제 43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

제 44조

처리 허용 개인정보

제 45조

미성년자 동의

제 46조

법 집행·범죄 관련 보안 조치 허용 요건

제 47조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금지조건 및 예외

제 48조

정보주체 권리 보장 일반 규정

제 49조

열람권

제 50조

정정권

제 51조

삭제권

제 52조

공공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서 정보주체 권리

제 53조

처리 제한권

제 54조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 시 통지 의무

제 55조

이동권

제 56조

반대권

제 57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 의무

제 58조

개인정보 처리 위반 사항에 대한 고지와 예외 사항

제 59조

다수의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경우 의무 적용

제 60조

프로세서 의무 사항

제 61조

컨트롤러 동의 없이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 금지

제 6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제 63조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이행 이전 CNIL 자문 요청 의무

제 64조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권 행사

제 65조

적용 범위

제 66조

개인 건강정보 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

제 67조

개인 건강정보 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 예외

제 68조

개인 건강정보 이전 시 기밀 보장 의무

제 69조

개인 건강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 고지 및 예외

제 70조

미성년자의 개인 건강정보 관련 권리 행사

제 71조

동일 개인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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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제2편 GDPR에 의해 규정된 법제에 속하는 처리

프랑스

제3장
국가개인식별
등록부
(RNIPP)에
관한 특별규정

GDPR에 따른 기타 EU 회원국 감독기관과 상호협력 의무

11

제4절 국제협력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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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통신분야
에서 처리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제5장
고인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

-

-

개인 건강정보 처리 절차 준수 의무와 예외

제 87조

적용 범위

제 74조

개인 건강정보 처리 반대권

제 88조

민감정보 처리 요건

제 75조

유전적 특성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연구의 경우 정보주체 동의 획
득 의무

제 89조

자동화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처리 규제 법적 근거

제 76조

개인 건강정보 처리 허가 담당 기관

제 90조

고위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영향평가

제 77조

국립 보건정보 시스템의 감사 위원회

제 91조

형사처벌, 법 집행 등을 위한 목적 내 개인정보 이용 의무와 예외

제 78조

적용 범위

제 92조

과학적 또는 통계 연구 목적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

제 93조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

제 79조

과학, 역사연구 또는 통계 목적에 적용되지 않는 처리

제 94조

개인적 평가에 기반을 둔 데이터와 구분

제 95조

민감정보 처리 금지

제 80조

일반 규정

제 96조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프로세서의 기술·조직적 조치 의무

제 97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그리고 최신성 유지 의무

제 81조

적용 범위

제 98조

형사 범죄 관련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구분

제 82조

전자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및 예외

제 99조

자동화된 처리에 있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조치 목적

제 100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국가개인식별번호 처리 사항 기록 의무

제 83조

개인정보 처리 및 침해 관련 통지

제 101조

제 84조

적용 범위

자동화된 처리에 있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수집,
수정, 열람, 이전, 전달, 파기 등) 대한 활동 일지 작성 의무

제 85조

일반 규정

제 102조

국가안보, 범죄예방, 수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 86조

보건 분야 연구, 조사 또는 평가 목적의 사용 허가

제 103조

DPO 임명 의무

제 104조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 105조

정보주체가 접근 가능한 정보 및 권한

제 106조

컨트롤러에 요구 가능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 107조

정보주체 권리 제한 요건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관할 당국,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
EU 역외 국가
혹은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로의 개인
정보 이전
(국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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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조

정보주체 권리 제한에 대한 CNIL의 심사

제 109조

정보주체 요청 거부 요건

제 110조

처리 거부권

제 111조

개인정보 열람, 수정 또는 삭제 조건

제 112조

비유럽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 혹은 재이전 허가 요건(적정성 결정)

제 113조

적정성 결정 부재 국가에 대한 국외 이전 허용 근거

제 114조

국외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직접 전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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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도, 문학 및
예술적 표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 73조

제3편 EU 형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 지침

프랑스

제4절 공익에
부합하는 과학, 역사
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기록과 처리

연구, 조사 또는 평가 목적의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 의무

11

제3절 보건(건강) 분야
개인정보 처리 제2부
속절 연구, 조사 또는
평가 목적의 처리에
대한 특별 조항

제 72조

제4편 국가 안보 및 방위에 관한 처리
컨트롤러의 정보주체 고지 의무

제 117조

반대권

(1) 개인정보 처리 원칙(제4조)

제 118조

정보주체의 열람·수정·삭제권 행사에 대한 CNIL의 역할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원칙은 다음 여섯 가지와 같다.

제 119조

정보주체의 열람·수정·삭제권 관련 컨트롤러 의무

제 120조

민감정보 처리 금지

제1절 컨트롤러의
의무

제 121조

컨트롤러의 데이터 자료와 성질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

제2절 프로세서의
의무

제 122조

프로세서의 안전 조치 의무

제 123조

국외 이전 조건(적정성 결정)

제 124조

동의 기반 혹은 그 외 국외 이전 조건

제3절 EU 역외 국가
혹은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국외 이전)

-

② 목적 부합성(공익을 위한 기록 보관 및 과학·역사·통계적 목적은 예외)
③ 목적 외 처리 제한
④ 개인정보의 최신성 및 무결성 유지
⑤ 처리 목적에 따른 보관기간 준수(공익을 위한 기록 보관 및 과학·역사·통계적 목적은 예외)
⑥ 불법 처리·접근이나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혹은 조직적 조치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조건(제5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적법하다.

제5편 영토 및 적용 범위

-

① 처리의 정당성·합법성·투명성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125조

영토 및 적용 범위 1

② 계약 이행이나 체결을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126조

영토 및 적용 범위 2

③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한 경우

제 127조

영토 및 적용 범위 3

④ 정보주체 혹은 다른 개인의 중요한 이익 보장을 위한 경우

제 128조

영토 및 적용 범위 4

⑤ 공익 목적 혹은 컨트롤러의 공식적 권한에 의한 경우
⑥공
 공기관의 업무로 인한 처리를 제외하고, 컨트롤러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불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자유법)은 정보처리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들의 정체성, 인권, 사생활,

구하고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자유, 기본권이 우선하는 경우

개인 또는 공공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조).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

는 처리를 금지한다.

에 대한 의무는 본 법과 GDPR, 그리고 ‘유럽 형사 사법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고 명시한다(제1조). 다만, 개인
이 사적이거나 내부적 활동을 위해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는 제외한다(제2조).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상 사용되는 용

이 밖에도 제44조를 통해 합법적 처리의 범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어는 GDPR의 정의를 따르며(제2조), 대부분 조항 또한 기본적으로 GDPR에 근거하고 있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은 일반적 규정 외에도 처리하는 개인정보 특성이나 상황(의료 정보, 형사 범죄의 수사, 국가 안보 등)을 고려한 개별
적 규정을 두고 있다.

①예
 방의학, 의료진단, 치료 및 처방의 목적, 또는 보건 서비스 관리 목적, 의료 종사자 또는 직업적으로 비밀 유지 의
무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②국
 가 통계정보위원회 의견을 거쳐 국립통계연구소(INSEE) 혹은 내각 통계부서들 중 어느 한 곳에서 시행되는 통계
처리의 경우(통계 관련 의무, 협업 및 기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제 51-711호 법률)
③ 공익성을 인정받은 건강 관련 정보 및 제3장 제3절 조항에 부합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④근
 무자 혹은 직원, 서비스업자가 업무 중에 사용하는 기기와 응용 프로그램, 근무지 출입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생체
정보를 가진 고용주 또는 관리자에 의한 처리의 경우
⑤행
 정소송법 제 L.10조, 사법 구성법 제 L.111-1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적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처리의 경우: 이
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리를 금지한다.
⑥ 공익을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CNIL이 허용하고, 연구법 제 L.112-1조에 부합한 공적 연구에 필요한 처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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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제 116조

11

적용 범위

제1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2장
기타 조항

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조건

제 115조

④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생체 정보나 유전자 정보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상 동의에 대한 내용은 GDPR 관련 조항(제4조 제11항, 제7조)을 따른다. GDPR에서는 정보

⑤ 개인의 성생활이나 성적 지향에 관련한 정보

11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GDPR 제4조 제11항, 제7조)
주체가 기망, 강요, 협박 등에 영향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롭고(freely given), 진정한(genuine) 의사 표시를 동의로

이와 같은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는 GDPR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처리가 가능하다. 예외 처리 가능 요건은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unambiguous). GDPR 내 동의 수집 시 제공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① 컨트롤러의 신원

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획득한 경우

② 동의를 구하는 개별 처리 활동의 목적

②고
 용, 사회 안보, 사회보장 및 사회보호법(social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law)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

③ 수집 및 이용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유형
④ 동의 철회권의 존재
⑤ GDPR 제22조 제2항에 따른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⑥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인 경우) 적정성 결정 및 적절한 보호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정
 보주체가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정
 치·철학·종교 목적을 지닌 비영리 단체나 노동조합이 하는 처리로, 회원이나 과거 회원(또는 그 목적과 관련하여
정규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자)에 관해서만 처리하며, 또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⑤ 정보주체가 명백히 일반에게 공개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⑥ 법적 청구권의 설정, 행사, 방어 또는 법원이 재판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의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발생하기 전에 획득되어야 하며(opt-in) 정보주체가 동의하였다는 사실과 동의한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unambiguous indication). 이를 위해서는 동의 조건을 읽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며 편지나 이메일과 등 문서 혹은 구두로 명확한 긍정 행위(clear affirmative act)가 있어야 한다(전문 제32항). 이러한
명확한 긍정 행위는 ‘의식적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⑦중
 대한 공익을 위하여 또는 EU법이나 회원국법을 근거로 하는 처리로,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
가 있는 경우
⑧E
 U법이나 회원국법 또는 의료 전문가와의 계약을 근거로, 예방 의학이나 직업 의학, 종업원의 업무 능력 판정, 의료
진단, 보건·사회 복지·치료, 보건이나 사회 복지 시스템의 관리 및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국
 경을 넘은 심각한 보건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또는 의료 혜택 및 약품이나 높은 수준의 의료장비 확보 등 공중보건

① 사전에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pre-ticked boxes)를 제시하는 것
② 침묵(silence)이나 부작위(inactivity)를 동의로 보는 것
③ 서비스가 제시하는 절차를 동의 의사 표시 없이 단순히 진행하는 것

영역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⑩공
 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이나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
을 위하여 제8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④ 이용약관에 포괄적인 수용(일명 ‘blanket acceptance’) 의사를 표현한 것
관련하여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 예외 처리 조건은 제31조 제2항과 제32조에 의거한 ‘CNIL이 채택하고
GDPR은 중대한 개인정보보호 위험이 발생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권이 필요하다고 보

국참사원령에 의해 허가된 처리’가 있다.

는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를 요구하고 있다. ‘명시적(explicit)’이란 정보주체가 동의를 표현하
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방식에는 서면진술, 동의 의사가 표명된 이메일 발송, 정보주체의 서명이 포함된 스캔 문서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12조~제114조, 제123조~제124조)

의 업로드, 전자 서명 요구, 동의에 대한 2단계 검증 등이 있다.

프랑스는 GDPR 상 국외 이전 규정을 따른다. 프랑스는 EU 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존재 유무
와 기타 안전조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한해 개인정보를 이전한

(4)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제6조)

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한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112조와 제113조에서도 EU 역외 국가

‘민감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라고도 불리는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로의 개인정보 이전 허용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다.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주체 혹은 제3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① 인종이나 민족

② 프랑스법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② 정치적 성향, 종교적·철학적 신념

③ 다른 국가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③ 노동조합 가입 여부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 87조에서 명시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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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보

프랑스

인정한다. 또한 동의는 구체적이고(specific)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informed), 의사표시가

⑤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사법권 확인 및 수행,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⑧G
 DPR 제22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유무와 관련 로직에 대한 유의미한 정

11

보, 이러한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유의성과 예상되는 결과
제123조와 제124조에서도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존재하거나 다
이 밖에도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관할 판사는 개인정보의 은폐 또는 분실 위험이 있는 경우에 명령을 통해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
① 정보주체의 생명 보호

험이 배제되는 형태로, 통계 작성 및 과학적·역사적 연구 실행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필요 기간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예

② 공익 보호

외로 한다.

프랑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의 경우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③ 법정에서 권리의 확인, 행사, 보호 의무를 위한 경우
④ 적법한 조건 하에서 법 규정에 따라 대중에 공개된 정보 또는 합법적 이익을 증명한 모든 사람에게 열람이 가능한
공적 자료 열람의 경우

(3) 정정권(제50조)
GDPR은 제5조 제1항(d)을 통해 정보주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공한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하

⑤ 컨트롤러와 정보주체 간 계약 이행 또는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취해진 사전 계약 조치의 이행의 경우

는 정확성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

⑥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컨트롤러와 제3자 간의 계약 체결 혹은 이행을 위한 경우

정하도록 컨트롤러에게 요구할 수 있다(GDPR 제16조). 또한, 정보주체는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컨트롤러에게 추가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완전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등은 단순한 요구만으

나. 정보주체 권리(제48조~제56조)

우에는 단순 정정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기존 정보의 부정확성을 확인하기 위
해 합리적 수준의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 권리 조항은 GDPR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며 주요 내용과 세부 사항
은 프랑스 법 조항을 통해 다룬다.

(4) 삭제권(‘잊힐 권리,’ 제51조)
GDPR 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정보주체

(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48조)

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컨트롤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제공 시 정보주체 권리에 대해 사전고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트롤러나 그 대리인을 통

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without undue delay)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정보주체 권리는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집되거나 국가안보, 세금 징수, 법 집행 등을 위해 처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①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는다. 이 경우에 정보주체 권리가 제한되는 처리는 문서로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정보주체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②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여 해당 처리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경우는 GDPR 제13조에 해당하는 정보주체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 고지해야 한다.

③정
 보주체가 제21조제1항(국가 안보·국방·공공안보·범죄예방)에 따라서 처리에 반대하고 관련 처리에 대하여 우선하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직접 마케팅을 위한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2) 접근권(제49조)

④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GDPR 위반)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컨트롤러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지니며, 이는 다음과 같

⑤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내지 회원국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하여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

다(GDPR 제15조).

⑥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

① 처리 목적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합법성 입증 책임은 컨트롤러에게 있으며,

② 처리되는 개인정보 유형(category)

책임의 원칙에 따라 컨트롤러는 언제라도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GDPR에서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수령인 혹은 수령인의 범주

는 삭제 거부가 가능한 다음의 경우 또한 명시하고 있다(제17조 제3항).

④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의 예상 보유기간 또는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준
⑤ 컨트롤러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 삭제 또는 처리제한이나 처리에 대한 반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

①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

⑥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E
 U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공익을 위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경우,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

⑦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한 모든 가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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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정정이 가능하나 정보주체의 법적인 본인 확인 용도이거나 법률 문서의 송달을 위한 거주지 주소 변경과 같은 경

러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하고, EU 내

④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과학적·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로서 삭제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생

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각되거나 삭제권의 행사로 해당 처리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 간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①정
 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삭제권과 관련하여 ‘컨트롤러는 정보수집 당시에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서비스 제
공 차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컨트롤러는 삭제 요청을 받은 정

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

프랑스

⑤ 법적 청구권의 확립·행사·방어를 위한 경우

11

③ 공중 보건 분야의 공익을 위한 경우

②기
 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 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직접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를 제3의 컨트롤러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처리 비용과 사용 가능 기술을 고려한 기술적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삭제권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제3의 컨트롤러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컨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거나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혹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트롤러는 한 달 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응답이 부재할 경우에 정보주체는 CNIL에 의견 요청을 할 수 있다. CNIL은 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행사 가능하다.

러한 요청에 대해 3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5) 공공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서 정보주체 권리(제52조)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의 반대권은 GDPR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정보주체의 반대권은 컨트롤러에 대하여 자신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예외로 공공 행정 기관과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개인에 의해 실행된 규제 또는 세금 징수

의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보장한다. GDPR은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반대권을 보장한다.

의무 이행을 위해 시행된 처리의 경우에는 접근·정정·삭제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① 직접 마케팅(프로파일링 포함)을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6) 처리 제한권(제53조)

② 컨트롤러의 적법한 이익 또는 공적 업무 수행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리 제한권은 GDPR 제18조를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를 차단하거

③ 과학적·역사적 연구 및 통계 목적을 위한 처리의 경우

나 제한할 권리를 보장한다. 개인정보 처리가 제한되면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보유만 할 수 있고 이용·제공 등의 처리는
제한된다. 정보주체의 처리 제한권은 개인정보의 정확성, 처리의 합법성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소송 수행 등을 위

반대권은 정보주체 권리 행사와 관련한 GDPR 제23조의 예외 상황(국가 안보, 범죄 예방 및 법 집행, EU 회원국의 중

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을 제한하되 삭제는 보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컨트롤러는 다

대한 이익 보장, 공익 추구 등)에 해당하거나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충족하는 경

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제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할 때까지 처리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 정보 처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에 반대하면서 대신에 그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을

다.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제57조~제80조)

요청한 경우
③ 더 이상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지만, 정보주체가 법적 청구권의 확립·행사·방어를 위하여 그 정보를 요구한 경우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은 GDPR 제24조를 적용하여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처리 시, GDPR과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④ 정보주체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에 반대한 경우에 컨트롤러의 정당한 근거가 정보주체의 정당한 근거에 우선

법에 부합함을 보장하고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한다. 컨트롤러는 GDPR 제

하는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처리 제한이 필요한 경우

30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 수탁자 또한 이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GDPR 제4장 제4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또는 대리인을

GDPR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령인에게 공개·제공하였다면 가능한 수령인에게 해당 처리 제한에 대하여 통지하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의 수령인에 대한 내용 또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제한은 ‘선택된 정보를 임시로 다른 처리 시스템으로 이전’하거나 ‘선별된 개인정보를

(1) 개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의무(제57조)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또는 공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공개된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임시로 제거하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은 GDPR 제24조를 적용하여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처리 시, GDPR과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에 부합함을 보장하고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한다. 컨트롤러는 GDPR 제30조

(7) 이동권(제55조)

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 수탁자 또한 이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동권은 GDPR 제20조를 따른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컨트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GDPR 제4장 제4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DPO) 또는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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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대권(제56조)

GDPR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컨트롤러와 공동 컨트롤러, 컨트롤러의 대리인 및 DPO의
이름과 연락처

① 프로세서(들)와 프로세서가 대행하는 각 컨트롤러 및
컨트롤러·프로세서의 대리인, DPO의 이름과 연락처

② 처리의 목적

② 각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처리의 범주

③ 정보주체의 범주 및 개인정보 범주에 대한 설명
④ (해당되는 경우)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이전 방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③ (해당되는 경우)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이전 방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①자
 동화된 개인정보 처리(프로파일링 포함)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로, 해당 평가를 바탕으
로 한 결정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민감정보 또는 범죄정보에 대한 대규모 처리를 하는 경우
③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예, CCTV)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예외로 한다.

⑤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유형별 보유기간
⑥ (가능한 경우) 제32조제1항에 언급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세서와 그 대리인의 경우

프랑스

컨트롤러와 그 대리인의 경우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특히 GDPR에서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11

[표 2]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인해 발생 가능한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위험을 다루는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그 위험을

④ (가능한 경우) 제32조제1항에 언급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①감
 독기구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에 통보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처리 작업 종류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②컨
 트롤러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리나 공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직무의 이행 또는 컨트롤

두 명 이상의 정보처리자가 공동으로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은 공동 컨트롤러(joint controller)가

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처리인 경우로 해당 법률에서 특정 처리 작업이나 일련의 관련 작업을 규

된다(GDPR 제26조). 공동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개인·법인·공공기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적 근거 채택 과정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이미 실시된 경우

관·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공동 컨트롤러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의무(GDPR 제13조 및 제14조)를 투명하게 결정해야 하며, 합의의 주요 내용은 정보주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공동

영향평가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와 목적에 대한 체계적 기술,’ ‘목적 관련 개인정보 처리 작업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정보주체는 개별 컨트롤러에 대하여

한 평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의 평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GDP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보안조치,’

GDPR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보호대책 및 메커니즘 등 위험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3) 프로세서의 의무(제60조)

(5) 보건(건강)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시의 의무(제64조~제67조)

프로세서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GDPR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명시하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의료·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시 컨트롤러의 의무와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

고 있다.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므로 컨트롤러는 GDPR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정

인의 건강 분야 개인정보(예, 의료기록, 생체정보 등)는 GDPR에서 규정한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주

보주체 권리 보호에 적합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확인된 프로세서를 선택해야 한다. 프로세서는 컨트

체의 명시적 동의가 존재하거나 급박한 생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이를 근거로 처리가 가능

롤러가 사전에 허용하거나 구체적 혹은 서면을 통해 승인하지 않는 한 다른 프로세서를 추가할 수 없다. 사전 서면 승

하다. 또한,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건강 관련 정보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

인이 있는 경우에도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에게 다른 프로세서의 추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해야하며, 컨트롤러가 의견을

도록 하고 있다. 건강 관련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표준규정은 ’공중보건법’ 제L. 1462-1조에 언급된 건강정보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과 관계 당사자들의 대표 공공기관 및 사립기관과 협의하여 CNIL이 정한다. 이러한 준거에 부합하는 처리가 실
행되려면 컨트롤러가 이러한 부합성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CNIL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프로세서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GDPR 제30조에 따라 기록해야 하며, 이는 프로세서 대리인의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하며 CNIL은 이와 관련한 기술적 절차에 대한 권장사
항 및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정보처리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정보주체의 직·간접적 식별화가 불가능해야하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제62조)

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밀 유지 의무를 어길 시 형법 제226-1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처리 수행 전 GDPR 제3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개인정보 처
리 작업의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컨트롤러가 정기적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란, 개인정보 처리를 분석하고 그 처리의 필요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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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의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경우 의무의 적용(제59조)

(6)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의 처리(제78조~제80조)

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제8조~제18조)

11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공익을 목표로 하거나 기록 보관 상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GDPR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정보주체 권리(GDPR

(1) 역할 및 권한(제8조)
CNIL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① 정보주체와 컨트롤러에게 권리와 의무를 통지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제80조 ‘보도·문학 및 예술적 표현 목적의 개인정보처

자치단체 협력체,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또한 CNIL은 EU법과 프랑스의 국제적인 약속에 규정된 개

리’에서 다루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GDPR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5항, 제6조, 제46조, 제

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다른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가 실행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CNIL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 제118조, 제119조 및 제5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가 국내법 및 GDPR에 부합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기준을 정하고 게재한다.

프랑스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1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학문적, 예술적, 또는 문학적 표현의 목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청구자에게 알린다. 또한, CNIL은 개인정보 관련 중죄·경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검

② 직업윤리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자 활동을 직업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찰에 이를 즉시 알리고 관련 사안에 대해 소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반론 게재 청구권 행사 조건의 규정과 개인의 명성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 예방·제한·배상과 관련하여 처벌하는 민법,

CNIL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CNIL은 기업체 규모별 인증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GDPR 내 국

인쇄 또는 방송 매체에 관한 법률들,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GDPR 상 개인정보 처리 규정은 적용되지

가인증기관 기준에 따라 인증 부여 기관을 인가하거나 인증 부여 기관과 함께 인증을 요청하는 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않는다.

인증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7) 전자통신분야에서 컨트롤러의 의무(제81조~제83조)

(2) 교정조치 및 제재(제20조~제23조)

전자통신분야의 컨트롤러는 사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통신 서비스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

CNIL은 법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 경고와 독촉뿐만 아니라 소송위원회 결정을 통해 관할 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요청

공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CNIL은 법을 위반하거나 교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중단을 강제할 수 있다.

① 전자 전송 방식을 통해 전자통신단말기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또는 해당 단말기에 정보를 기입하려는 행
위의 목적
② 컨트롤러의 정보 접근이나 기입하려는 행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방법

4. 디지털 공화국법

컨트롤러는 전자통신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자의 단말에 연결된 기타 장치에 접근하기 위하여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지털 공화국법(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1))은 2016년 10월 7
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디지털 공화국법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

① 전자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만을 위한 경우

성화하여 디지털이 주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공화국법은 ‘공익데이터’의 개념

② 이용자 요청에 따라 온라인 통신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을 규정하며 국가 통계 정보, 공공 도로 정보, 판결 결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조세 정보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해당 법은 전체 4편(title), 7장(chapter), 10절(section), 1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랑스의 국가 이념인 자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실, 변조, 누설, 허가되지 않은 열람을 초래하는 보안상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

유, 평등, 박애를 따라 현대 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의 순환을 위한 더 큰 자유,’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 보장과 평등,’ ‘

스 제공자는 CNIL에게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가입자 혹은 다른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디지털 사회를 위한 박애’를 추구한다.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조치가

디지털 공화국법은 GDPR 발효와 변화에 맞춰 법 내용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핵심은 기존 법률 및 관련 규범을 통해 규

침해에 연관된 정보에 적용되었다고 CNIL이 판단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침해를 통지할 필요 없다. 그렇지

정하던 행정기관이나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과 활용을 제한하고 정보주체 편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않을 경우, CNIL은 침해의 중대성을 조사한 후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독촉할 수 있다. 전

다. 그 중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침해, 특히 그 방법과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대한
목록에 대해 최신성을 유지하고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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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L은 정보주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 협회에 의한 청구와 탄원, 고소를 다루고 수사 진행 상황과 조사 결과에 대하여

③ 공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안전한 접근절차의 마련(제36조)

relatif aux actes d’enquete effectués en application du II de l’article L. 32-4 du code des postes et des

④ 망 중립성 및 관련 조사 행위의 정의와 규정(제40조)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이 제정되어 전자통신부와 전자통신 및 우편규제청 소속 공무원들의 조사권과 조

⑤ 정보의 공정성, 명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작성 및 배포의 기준 제정(제49조)

사보고서의 내용 및 통지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⑥ 온라인 소비자 의견(리뷰)과 관련한 의무 규정(제52조)
⑦ 디지털 보안서비스에 의해 저장된 문서와 자료의 회수 조건 규정(제87조)

디지털 공화국법 제49조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opérateur de plateforme en ligne)’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내

프랑스

한다. 이에 따라 ‘조사행위에 관한 2017년 5월 4일 제2017-768호 시행령(Décret n° 2017-768 du 4 mai 2017

11

② 공적 정보의 무료 재사용을 위한 허가 및 국가의 승인(제9조)

디지털 공화국법에서는 공익데이터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6조에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문서(전자적 형태로 배포 가능

보의 공정성, 명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작성하고 배포해야 하는 접속자 기준을 정하는 것에 관한 2017

한 것에 한함)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식별화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개될 수 있는 행정문서

년 9월 29일 2017-1435호 시행령(Décret n° 2017-1435 du 29 septembre 2017 relatif à la fixation d’un seuil de

의 범위에 관한 2018년 12월 10일의 제2018-1117호 시행령(Décret n° 2018-1117 du 10 décembre 2018 relatif

connexions à partir duquel les opérateurs de plateformes en ligne élaborent et diffusent des bonnes pratiques

aux catégories de documents administratifs pouvant être rendus publics sans faire l’objet d’un processus

pour renforcer la loyauté, la clarté et la transparence des informations transmises aux consommateurs)’을 제정

d’anonymisation)’을 통해 비식별화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개될 수 있는 행정문서의 범위를 안내하고 있다.

하여 운영지침 작성 및 배포의 기준이 되는 접속자 수를 매월 순 방문자 500만 명으로 정하고 있다.

디지털 공화국법 제9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혹은 공공 서비스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의해

디지털 공화국법 제52조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집, 처리 또는 배포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러

서 송부 혹은 게재된 문서들에 담긴 공적 정보들이 공공서비스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한 처리 방식을 공정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온라인 의견과 관련된 정보

의해 재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사용의 한계와 조건은 공적 정보 재사용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

의무에 관한 2017년 9월 29일 2017-1436호 시행령(Décret n° 2017-1436 du 29 septembre 2017 relatif aux

지털 공화국법 제11조 제2호에 의해 기업이 공적 정보의 재사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만일 행정기관이

obligations d’information relatives aux avis en ligne de consommateurs)’을 제정하여 온라인 의견의 개념 정

명령으로 정해진 허가 이외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관련 요건에

의, 온라인 의견 서비스의 운영 방법과 의견 통제 절차 등을 열거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이 발표되길 원하지 않는

대해 ‘공적 정보의 무료 재사용을 위한 허가 및 허가에 대한 (국가의) 승인에 관한 2017년 4월 27일 제2017-638호 시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규정한다.

행령(Décret n° 2017-638 du 27 avril 2017 relatif aux licences de réutilisation à titre gratuit des informations
publ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homologation)’을 제정하여 ‘공적 정보의 재사용에 대한 오픈 라이선스’와 ‘오
픈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안전한 접근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 공화국법 제36조 제I항에서는 공익적 연구를 위한 정
보처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행정기관 또는 기록물관리 행정기
관은 ‘통계 관련 의무, 협업 및 기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제51-711호 법률(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에 의해 설립된 ‘통계비밀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적절한 보안을 갖춘 정보들에 대하여 안전한 이용절차를 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생활의 보
호 및 산업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법으로 보호되는 비밀에 관련한 쟁점들’과 ‘이용 신청의 대상이 된 연구의 성격 및 목
적’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안전한 접근 절차에 관한 2017년 5월 20
일 제2017-349호 시행령(Décret n° 2017-349 du 20 mars 2017 relatif a la procédure d’accès sécurisé aux
bases de données publiques)’을 제정하여 통계비밀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 위원회 권고의 성격, 법률에 의
해 부여될 수 있는 명령의 범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공화국법 제40조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3조를 통해 전자통신부와 전자통
신 및 우편규제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소속 공
무원으로서 최고행정법원의 시행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선서를 한 자에 한해 관련 감독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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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서 공정·명확·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

다. ‘승인된 제3자‘ 실무 가이드(Guide pratique : «tiers autorisés»)

의료 및 준의료 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준
저장기간
실무가이드
‘승인된 제3자’
실무가이드
GDPR 개발자
가이드

개요
민간 의료종사자들의 개인정보처리 규정 준수를 위한 기준 안내

GDPR 제4조 제9항에서 언급된 ‘승인된 제3자’의 정의와 ‘승인된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컨트롤러가 주
발행일

의할 사항을 골자로 한다. GDPR 제4조 제9항은 수령인을 “제3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연인

’20.07

이나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기타 단체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단,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특정
한 문의·회신 및 조회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공공당국은 수령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예

개인정보 처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정보 저장기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

’20.07

‘승인된 제3자’의 정의 및 개인정보 이전 요청 및 식별, 처리에 대한 가이드

’20.07

GDPR을 준수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주의사항 안내

프랑스

[표 3] 기타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지침/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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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20.06.11

외를 두는데, CNIL은 이러한 공공당국들을 ‘승인된 제3자(tiers autorisé)’라고 명명하며 그 예로 세무당국, 생계보조
비(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지급 심사, 지급 및 감시 담당 기관, 사법경찰, 헌병대 관련 행정조직, 사법보
좌관이 있다.
또한, '승인된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① 법적 권한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 ② ‘승인된 제3자’의 요청 식

가. 의료 및 준의료기관 개인정보처리 관련 기준(Référentiel relatif aux traitements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estinés à la gestion des cabinets médicaux et paramédicaux)

라. 개발자를 위한 GDPR 가이드(Guide RGPD du développeur)

일반의,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발 전문치료사, 발음교정사 등의 민간 의료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준으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배포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려 사항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로, 환자의 의료 및 행정관리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저장 기간, 처리 목적, 법적 근거,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GDPR에 따른 개발 ② 개인정보 식별 ③ 개발 준비 ④ 개발 환경 보안 ⑤ 소스코드 관리 ⑥ 정보에 입각한 아키텍처

접근 및 최종 사용자,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선택 ⑦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버 보안 ⑧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⑨ 사용자 프로필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한다.
CNIL은 깃허브(GitHub)* 계정이 있는 개발자가 동 가이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CNIL이 검토 후 공개한다.

① 의료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기록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업무의 성격에 부합해야 한다.

* 분산버전관리시스템인 깃(Git)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호스팅 서비스로, Git에서 진행한 작업 내용 공유 가능

②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기 위해 의료 및 행정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수집하고 사용한다(예: 환자
의 신원 및 연락처, 가족관계, 건강보험번호 등).
③ 업무 수행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 종사자, 예방 및 치료 관련 종사자, 사무직원, 건강보험기관 직
원, 사보험기관 직원, 보건 분야 연구기관 및 의료관행평가 전문기관에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허용한다.

나. 저장기간 실무 가이드 (Guide pratique : Les durées de conservation)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민간 또는 공공 조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저장기간 제한 원칙, 저장기간의 정
의 및 적용, 저장기간 기준 등을 안내한다.
① 컨트롤러는 GDPR 제5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처리 목적에 부합하는 저장기간을 정해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에만 저장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보건법, 국가보안법 등의 관련 법조항이나 규제조항, CNIL의 판결이 저장기간 고려의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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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③ 요청의 출처 및 범위 확인 ④ 정보 이전 시 보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NIL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1

Ⅱ. 행정체계

홈페이지 : http://cnil.fr/

●

1. 개요

주소 : 3 Place de Fontenoy TSA 80715 75334 Paris Cedex 07, France

●

전화 : +33 (0) 1-53-73-22-22

1978년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담당하기 위한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CNIL

CNIL은 다음과 같이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프랑스

●

이 설립되었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11조 제1항을 통해 CNIL이 독립행정관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임을 명시하고, 제21조를 통해 권한행사에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21조에 의하면 본 위원회의 권한행
사는 어떠한 기관의 지휘(instruction)도 받지 않는다.

①국
 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지명한 하원의원(député) 2인과 상원(Sénat)에서 지명한 상원의원
(sénateur) 2인

CNIL은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포괄하여 관장한다.

③ 사법부 고위관계자 6명(국무의원 2명, 파기원(Cour de Cassation, 최고재판소) 판사 2명, 회계감사원 판사 2명)

위원회는 활동을 통해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개인정보 관련 지침이

④ 상원의장, 하원의장, 장관회의에서 임명한 유자격자 5명

나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추 기관이다.

⑤ 행정문서열람위원회(CAD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회장

CNIL은 행정기관으로서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법무부 소속이나, 어떠한 행정감독도 받지 않으며, 구성

그 외에도 위원회에는 표결권은 없으나 자문적 성격의 발언권(voix consultative)을 가지는 인권옹호관(Défenseur

원들의 업무수행 및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명령을 받지 않는다(제21조 1항).

des droits)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은 2년 6개월마다 교체한다. 위원장(président)은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된

[그림 1] CNIL 조직도

다. 위원회 내부에서 부위원장(vice-président) 2인을 선출하는데, 그 중 1인은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위원장단(bureau)을 구성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에서 임

의장

기가 정해진 위원의 경우 그 임기까지만 재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명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다.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2. 개인정보처리 감독
유럽·국제 업무부

준수지원국

권리 보호·제재국

기술·혁신국

홍보·연구국

행정·재무국

법률 자문·기관관계
위원회

부처 간·
지자체업무부

민원처리부

기술고문부

홍보부

HR부

대내·대외
커뮤니케이션부

보건부

감독부-HR·보건·
공공업무

내부전산망부

정보·문서처리부

공공조달·재무·
설비관리

품질 성능·위험

경제부

감독부-경제

혁신·연구·전망실

디지털교육실

사내문제·HR부

제재·분쟁부

디지털전환실

CNIL의 위원들과 자격을 갖춘 위원회 직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6시부터 21시까지 개인정보처리가 행해지는 장소, 건
물, 내부, 시설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에 이에 대해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 또는 기관의 책임자는 방문을 거부할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책임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사법부의 승인을 얻어야 현장 방문을 진행할 수 있고 판사는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린
다. 다만 감독에서 비롯된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대성 또는 문서의 파기나 은폐 위험성이 입증될 경우, 현장 책임자에게
알리지 않고 관할 사법부의 사전 허가에 따라 방문이 실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장소 책임자는 방문을 거부할 수 없다.

데이터 보호부

현장 방문을 통해 CNIL은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감독하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
준수도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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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의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 2인

프랑스

CNIL의 위원장은 검토 중에 있는 처리 활동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또는 본 법률의 규정들을 위반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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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해구제 체계

3. 교정조치 및 제재

이 있으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 준수를 독촉할 수 있다.

1. 개요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제시한 요구의 이행

CNIL은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민원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분야에 따라 구

② 규정에 맞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분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전화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창구 또한 마련되어 있다.

③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국방이나 안보 관련 정보 제외)
④ 개인정보 수정·삭제·처리 제한 등의 조치

●

홈페이지 : https://www.cnil.fr/fr/plaintes

●

전화 : +33 (0) 1-53-73-22-22

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시정 명령을 선고하기 위해 소송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는 데이터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할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GDPR 제33조를 명시적으로 참조한다.
또한 제58조는 GDPR 제34조에 따라 데이터 침해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며 법적 의무 준수에 필요

① EU 역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이나 처리의 일시적 중단(최대 3개월)

하거나 공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2019년

② 처리된 일부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최대 3개월)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침해 사실에 대한 통보가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③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발급된 인증의 일시적 중단
④ 인증기관 또는 행동강령준수를 담당한 기관에 발급된 승인의 일시적 중단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83조에서는 전자통신서비스 이용 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

⑤ 발급된 허가의 일시적 중단

해를 문서화하여 CNIL에 통보하고 CNIL은 준수 여부를 검증하며 데이터 주체에도 알릴 것을 의무화한다. 단, 컨트롤

⑥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제시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명령과 벌금 부과(소송위원회가 정한 날짜로부터 연체

러가 비승인자는 이해할 수 없도록 침해 관련 데이터에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제외된다.

될 때마다 최대 1일당 10만 유로)

4. 협력

2. 처리 실적
CNIL은 2020년 한 해 동안 정보주체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13,585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주요 민원 내용은 인터넷

CNIL은 EU 회원국 내 다른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공동 규제를 위한 협력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공동 규제 활동이 프랑

상의 정보 유출(정보 삭제 요구), 상업적 조사(광고 수신 반대), 직장에서의 감시 장치(원격 영상 접근이 가능한 CCTV,

스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 CNIL 직원은 기타 감독기구와 동행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타 감독기구

위치추적 등), 프랑스 은행의 신용정보 등록, 접근권 행사의 어려움(정보 출처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에게 현장 감독을 위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U 내 기타 국가의 요청이 존재하는 경우, CNIL은 협의, 감독, 조

연도별 민원 접수 건수는 다음과 같다.

사와 같은 규제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업무 수행에 있어 다른 EU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 해당
국가 감독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CNIL이 스스로 이러한 지원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표 4] 연도별 민원 접수 건수

프랑스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거절 사유를 요청 감독기구에 알려야 한다.
민원 접수 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908

7,704

8,360

11,077

14,137

13,585

출처 : CNIL 2020 연차보고서(Rapport d’activit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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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L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경고 조치 및 추가 독촉에도 불구하고 GDPR 및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

또한, 247건의 기업 조사와 더불어 121,439건의 전화 상담을 제공했다. 2020년 데이터 유출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프랑스

[그림 2] ‘20년 영역별 민원 분포

Ⅳ. Cases

11

24% 증가한 2,825건으로 조사되었다.

1. Google Inc.
가. 개요
비영리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 단체 None Of Your Business(이하 NOYB)와 프랑스 온라인 권리 단체 La
Quadrature du Net(이하 LQDN)는 각각 2018년 5월 25일과 28일 GDPR 제80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유위원회(이하
CNIL)에 Google을 공동 제소하였다. 관할을 고려하여 소송은 Google LLC.와 Google France SARL를 대상으로 진
행되었고 공동소송인은 두 건의 제소를 모두 합하여 총 9,974명이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통지 의무 위반

2018년 5월 NOYB와 LQDN의 제소 이후, 9월 Google LLC. 와 Google France SARL에 대한 CNIL의 온라인 감독이 시
행되었다. 보고책임자는 조사를 통해 10월 22일 두 기업의 위반 사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발송하였고, 보고서에서 CNIL 소
송위원회가 구글 LLC.에 5천만 유로를 부과하며 Google이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표할 것을 제안하였다. Google은
출처 : CNIL 2020 연차보고서(Rapport d’activité 2020)

2019년 1월 24일 대변인을 통해 항소의사를 밝히고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0년 6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

나. CNIL의 주장
CNIL 소송위원회는 보고책임자의 보고서를 통해 Google이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투명성(GDPR 제12조)’
및 ‘개인정보 수집 시 제공되는 정보(제13조)’ 관련 의무를 위반
-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적법한 근거 부족과 정보주체 명시적 동의 부재로 인한 유효 동의
요건 달성 실패로 ‘처리의 적법성 준수 의무(GDPR 제6조)’ 위반

다. Google의 주장
이에 Google은 보고서에서 언급한 위반사항에 대해 GDPR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했
다고 주장했다.
- Google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일체에 대하여 설명한바, 이 과정에서 처리의 적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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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충족 의무 위반

추가 안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2. Futura International

11

- Google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정보 내보내기 및 삭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주장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약관’을 보완하기 위해 Google 계정 생성 시 각각의 ‘개

가. 개요

설정 도구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했다고 주장
- 맞춤형 광고 노출 설정과 관련하여 Google은 동의 요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정 설

CNIL은 2018년 2월 6일 Futura International의 마케팅 대행업체로부터 지속적인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은 소비자로

정을 통해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정보주체는 ‘옵션 더보기’를 통해 맞춤형 광고 관련 작업을 비활성

부터 불만을 접수하고, 정보주체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NIL의 조사에

화 할 수 있었다고 주장

따르면 회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나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계약 없이 EU 권역 밖에 위치한 콜센터 공급자를 통해 텔레마케

프랑스

인정보보호 설정’ 하단에 추가 정보 메시지를 제공하고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팅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시사점

2018년 10월 CNIL은 Futura에 공식 통지를 보내어 규정된 기한 내 GDPR을 준수하고 이를 입증하도록 명령했다. 그
러나 Futura가 기한 내 준수 및 입증에 실패하여 CNIL은 Futura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하였고 2019년 11월 50만

투명성과 관련하여 CNIL 소송위원회는 투명성 관련 EDPB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를 들어 Google의 주장을 기각했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이를 위해 컨트롤러는 약관 및 처리방침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가 야기할 영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CNIL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컨트롤러의 판단에 의해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정보주

나. CNIL의 주장
CNIL은 보고책임자의 보고를 통해 다섯 가지 GDPR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체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 이상의 클릭을 요구하는 등 정보의 ‘손쉬운 접근’에 대한 요건이 결여되
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등에서 설명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나 방식이 ‘콘텐츠와 광고
를 포함한 맞춤 서비스 제공,’ ‘제품 및 서비스 보안,’ 및 ‘서비스 제공 개발’ 등으로 정보 처리 결과와 영향력에 비해 모
호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 목적과는 관련 없는 개인 건강정보 수집 및 그와 관련한 모욕적 부가설명 등을 기록·
수집하여 ‘최소 수집 원칙(GDPR 제5조제1항(c))’ 위반
- 텔레마케팅 업체를 통한 제품 홍보 시 마케팅 당사자에게 통화가 녹음된다는 사실의 고지가 없거나 고지한 경우에도
정보처리 관련 사항 안내를 하지 않아 ‘정보주체 고지 준수 의무(GDPR 제12조 ~ 제14조)’ 위반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CNIL은 Google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동의를 처리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이에 대한 사항을 고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시적 동의’와 관련하여 Google이 맞춤

- 정보주체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 용역 업체의 계속된 전화와 이를 제재하기 위한 Futura의 시도나 적절
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주체 반대권 준수 의무(GDPR 제21조제2항)’ 위반

형 광고 제공을 위한 동의를 사전에 체크하여 ‘옵션 더보기’를 통해 관련 사항의 체크를 해지하여야만 동의를 철회할 수

- CNIL 권고 사항 및 의견 요구 대응 미진 혹은 미준수로 ‘감독기구 명령 이행 의무(GDPR 제31조)’ 위반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명확한 행동’이 없었기에 수집한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보장되지 않은 EU 역외의 Futura의 마케팅 대행업체로 개인정보를 이전하여 ‘국외이전 제한
의무(GDPR 제45조)’ 위반

따라서, 이러한 CNIL의 판결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명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등에 법적 근
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처리가 가져올 영향력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며, 직관적인 개인정보 공개 관련 설정의 설

다. Futura의 주장

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최소 수집 원칙(GDPR 제5조)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했다고 주장
- 정보주체 고지 준수 의무(GDPR 제12조 ~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우편으로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고 주장
- 국외이전 제한 의무(GDPR 제45조) 위반에 대하여 표준계약조항을 보고책임자에게 제출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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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NIL은 GDPR 제12조 ‘투명성 원리’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사용된 방식에 대해 차후에 알게 되

가. 개요

였다. 그러나 독촉 통지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시정 조치를 취했음이 확인되었고, 제재 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기한에
맞춰 CNIL에 협력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위반 사항 대부분이 GDPR이 아닌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1978년

CNIL은 2020년 3월 16일 google.fr 웹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조사 및 2019년 12월 12일 ~ 2020년 5월 19일

1월 6일 법률 제78-17호’와 관련되어 있어 Futura의 주장을 기각했다.

amazon.fr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양사 모두 이용자의 사이트 방문 시 사전 동의 없이 쿠키를 광고에 활용한 점

프랑스

Futura는 CNIL의 제재에 대하여 GDPR 위반 의도는 없었으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

3. Google, Amazon

11

라. 시사점

을 확인했다. 쿠키는 사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다. CNIL은 쿠키의 사용 목적 등 적
최소 수집 원칙(GDPR 제5조)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재 과정 도중에 회사에 불리하

절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은 사용자가 광고를 비활성화하도록 선택했을 때 해당 메커니즘이

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주체 고지 준수 의무(GDPR 제12조 ~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작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Futura는 우편으로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으나 정보의 수집 당시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
이전 제한 의무(GDPR 제45조) 위반에 대하여 표준계약조항을 보고책임자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용역업체의 개

구글의 경우 CNIL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 제82조에 의거,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 사용과 관련된 3가지 위반사항을

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에 대하여 Futura는 GDPR에 익숙하지 않았다

적발했고, 아마존은 2건의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2017년의 매출액 2천 7백만 유로와 2018년 2천만 유로의 차이가 미미하고 GDPR 제83조제2항(b))에 명시된

구글과 아마존은 앞서 9월 한 차례 이 문제를 바로잡았지만 충분치 않았고, 특히 구글은 프랑스에서 Google Search

대로 감독기구에 협력하지 않았음을 들어 요청을 기각했다.

검색 엔진의 광범위한 영향력(이용자 수 약 5천 명 추산)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7일 구글과 아마존에 각각 1억 유
로와 3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 부과된 1억 유로는 역대 CNIL이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Futura는 CNIL의 시정 명령에 대하여 회사는 GDPR을 준수하여 시정했음을 주장했으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CNIL이 침해에 대해 공표할 것을 명령한 것에 대하여 Futura가 사이버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공표

양사는 유럽본부가 각각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 있기 때문에 CNIL에 제재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국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정보주체의 정당한 요구와 사안의 중대성 및 공표가 보안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므

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CNIL은 구글의 제재금에 대해 GOOGLE LLE에 6000만 유로, EU 거점의 GOOGLE

로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IRLAND LIMITED가 4000만 유로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의 제재금은 룩셈부르크를 거점으로 하
는 유럽본부가 지불하게 했다. CNIL은 또한 양사가 3개월 이내에 규정위반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규정위반이 고쳐질 때

우리는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와 더불어 업무를 수탁한 수탁자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GDPR

까지 하루에 10만 유로의 제재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에 명시된 대로 정보 수집과 취득 후 고지 의무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 시
에 위탁사는 수탁사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감독
기구의 시정 명령이나 정보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처벌 수준을 경감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

나. CNIL의 주장

을 시사한다.
CNIL은 보고책임자의 보고를 통해 양사에 공통적으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 제 82조에 의거, 두 가지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 사이트 방문 시 광고 목적의 쿠키가 자동으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사용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
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82조에서 규정한 요건과 사전 동의서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판단
- 구글과 아마존이 표시한 배너는 사이트가 이미 실행한 추적 쿠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이
트 방문자들에게 쿠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 82조에서 규정한 정보 제공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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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CNIL의 행정처분 주요사례(2021년)

- 사용자가 광고를 비활성화하도록 선택했을 때에도 광고용 쿠키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에 남아 서버 정보를 수집한다
[표 5] CNIL의 행정처분 주요사례(2021년)
대상

다. Google, Amazon의 주장

프랑스 내무부

처분일시
’21.1.12.

- 구글은 명확한 관리, 내부데이터에 관한 강력한 거버넌스, 보안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익한 제품을 제공해온
실적에 대해 강조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위와 같은 대처를 간과한 것으로 프랑스의 규정과 규제상의 가이던스가 불
투명하고 항상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

BRICO PRIVÉ

’21.6.14.

- 아마존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온전히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계속해

라. 시사점

SGAM AG2R LA
MONDIALE

’21.7.20.

MONSANTO

’21.7.26.

SOCIÉTÉ DU FIGARO

’21.7.27.

●

정보 처리의 적법성

●

영향평가의 부재

●

정보주체의 정보 침해

●

정보 보존 기간

●

정보주체의 정보 침해

●

데이터 삭제 요구 미준수

●

데이터 보안 침해

●

상업적 조사를 위한 동의

●

정보 보존 기간

●

정보주체의 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정보 침해

●

프로세서 관리 의무

●

정보주체의 동의(쿠키)

처분내역
주의 명령

50만 유로

175만 유로
40만 유로
5만 유로

사용자들의 쿠키는 IT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유용한 마케팅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파악해 고객층을 더 세분화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며 마케팅 전략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의 없이 쿠키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유럽에서 쿠키 동의 추적에 관한 법률은 명확하다. 2019년 10월에는 필수 쿠키를
저장하거나 접근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 추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쿠키 수집을 거
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리지 않은 사이트들은 GDPR에 따라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GDPR의 새로운 과징금 상향(해당 기업 전세계 매출액의 4%)을 반영하면서 CNIL은 유럽 내 제재 신기록을 수립하며,
자국 기업들에 쿠키 관리 문제의 투명성을 기할 때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향후 모든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맞춤형 광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우선과제로 삼고, 쿠키 및 기타 추적 장치 사용 및 동의 절차에 대
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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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조사

태국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가. 개요

태국은 2019년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통합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태국은 2019년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통합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9, PDPA)을 제정하였으며, 시행은 2020년 5월 27일에서 2021년 5월 31일로 연기된 후, 최근 2021년 5월에

Act, PDPA)을 제정하고 2020년 5월 27일에 전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연기되

관보를 통해 시행 일자를 2022년 6월 1일로 연기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PDPA에 의거하여 설립될 개인정보보호 감독

었다. 2021년 5월 8일 PDPA 시행일을 2022년 6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 태국 왕립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PDPC에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가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PDPA의 하위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의거하여 2020년 5월 31일까지 PDPA를 설립하여 하위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10월 현재 PDPC는 아

현재 산업 부문별 법령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일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태국의 전기통신사업법(2001)에서는 개

직 설립되지 않았다. 디지털경제사회부 (MDES)가 임시 PDPC 대체 역할을 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2021년 8월 태국의 은행협회가 은행 부문의

에서 발생하는 보안조치 및 광범위한 문제를 포함한 디지털전략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아래 내용은 2019년 제

개인정보보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기 위해 태국 은행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정된 개인정보보호법 (PDPA)의 주요 조항을 설명한다.

2. 태국 법률체계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전체 7장과 경과조항으로 구성되며, 총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개인정보보
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제2장은 개인정보보호(세부 구분: ①일반규정, ②개인정보수집,
③개인정보 이용 및 공개), 제3장은 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제5장은 불만사항, 제6장

태국은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입헌 군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법률체계는 관습법 전통

은 민사책임, 제7장은 처벌(형사책임, 행정책임), 그리고 경과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영향을 받는다. 관습법 전통은 태국 법률 시스템이 하급 법원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
다. 사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설득력이 있고 선례적 가치가 있으며 종종 이차적으로 권위 있는 법원(法
源)으로 사용된다.

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정의

태국의 헌법은 의회에 의해 통과되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태국의 최고법이다. 2017 헌법이 태국의 가장 최근 헌법

(1) 개인정보의 정의

이다. 법령은 주로 민사 및 상법(CCC), 형법(PC),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4가지 유형의 법으로 구성된다.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9)에서 “개인정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정이며 의회에서 제정된다.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지만, 사망한 개인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제6조)

왕실 칙령(왕령)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부처 장관을 통해 행정부에서 공포하며 법의 지침

(2) 민감정보의 정의

에 따라 세부사항을 수시로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PDPA)에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는 없다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가 경제 안정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긴급히 법률이 필요한 경우 내각의 조언에 따라 국왕이
비상령을 공포할 수 있다.

다. 적용범위

이외에도 구속력이 있는 계약, 하위법령(규정, 명령, 통지), 그리고 구속력은 없으나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 대법원의 판

(1) 적용범위

결 등이 법률의 출처를 형성한다.

PDPA 제5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한다. PDPA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가 태국 왕국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국내에 있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하는데 적용된다.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태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일반법은 2019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PDPA)으로 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

가 국외에 있는 경우, 이 법은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공개에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아래의 프로세

정이다.

서나 개인정보 프로세스의 활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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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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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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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않는 정보주체의 동의 요청은 정보주체에 구속력이 없으며 컨트롤러가 더 이상 개인

② 국내에서 행위가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2) 면제사항

(2) 미성년 대상(제20조)

PDPA 제4조는 아래의 경우 PDP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보주체가 미성년자로 법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으면 아래와

① 개인의 이익이나 가사 활동만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가 이뤄지는 경우

같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자금 세탁 방지 및 억제, 법의학 또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여 국가 또는 공공 안전 국가의 금융 안전, 공

①미
 성년자의 동의가 민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의거하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③ 언론, 예술, 문학 활동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태국

공 안전에 관련된 국가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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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의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미성년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④ 하원, 상원 및 의회 그리고 이들이 임명한 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무능력자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가 무

⑤ 형사 사법 절차에 따르는 업무 운영을 포함하여 법적 절차, 법적 집행 및 재산 처리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 판결, 공

능력자에 준하는(예, 한정치산자) 경우에는 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원의 업무 운영인 경우
제20조의 상기 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기타 정보주체의 불만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 무능력자 또는 준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개인정보처리 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따른 처리(제21조)
컨트롤러는 수집 이전 또는 시점에 정보주체에게 통지된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해야 한다. 개인

(1) 성년 대상(제19조)

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는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고지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단 정보주체가 새로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이전 또는 그 시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운 목적에 대해 고지를 받았고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시점 이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

할 수 없다(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는 제외).

에 의한 경우는 목적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청은 그 가능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정보주체의 권리(제30조~제42조)
정보주체가 동의를 요청할 때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 목적도 알려야 한다. 그러한 동의 요청은 명
확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진술로 다른 문제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식

PDPA 제4장(정보주체의 권리) 제30조에서 제42조까지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로 규정한다.

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 및 진술에 따라 컨트롤러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PDPA의 제21조, 제23조, 제25조는 정보주체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청할 때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수집 전 또는 수집 시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제23조). 개인정보가 다른 출처에서 수

에 대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도 계약과 관련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할 수 없다.

집되는 경우 컨트롤러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제25조
제1(2)항, 제25조 제3항). 단,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커뮤니케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 철회는 법령이나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에 따라 동의 철회

이션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예정인 경우 첫 번째 공개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철회는 동의와 같이 간단해야한다. 단, 동의 철회는 정보주체가 이 법에 따라

(PDPA 제25조 제3항).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고지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처

법적으로 동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의 철회가 정보주체에게 어떤 식으로든

리하려는 경우 컨트롤러는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시점 이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1조 제1항)

영향을 미치는 경우 컨트롤러는 철회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제23조 및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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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정권

② 정보주체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또는 계약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례에 대한 통지, 또는 계약 체

PDPA는 정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5조 및 제36조는 정정권 관련 사항을 암시하는 아래의 사
항을 규정한다.

할 수 있는 효과 포함)

① 컨트롤러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제35조)

③ 수집할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존기간(보존 기간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존 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개인
정보 보존 기간을 명시)
④ 수집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유형
⑤ 컨트롤러(또는 컨트롤러의 대리인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정보와 주소, 상세한 연락처 정보

②정
 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제35조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

태국

결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사례에 대한 통지(정보주체가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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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허용된 목적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위한 수집 목적

하지 않으면 컨트롤러는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요청을 사유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제36조)
③제
 34조 제2항에 따라 컨트롤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는 PDPA의 5장(불만사항)에 따라 임명된 전문
가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컨트롤러에게 명령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제36조)

⑥ PDPA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4) 삭제권(잊힐 권리)
PDPA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PDPA의 제33조는 개인정보의 익명화를 요청할 권리뿐만 아니라 삭제할 권리를 제공한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알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3조, 제25조 제2(1)항). 개인

①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또는 공개된 목적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수집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5조 제2항).

②정
 보주체가 수집, 사용 또는 공개의 근거가 되는 동의를 철회하고 컨트롤러가 그러한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①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게 새로운 목적 또는 세부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저해하는 경우(특히 과학적, 역사적 또는 통계적 연구와 관련된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권리,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

자유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④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또는 공개된 경우

②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긴급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구현해야 하는 경우
③ 컨트롤러는 자신의 의무, 직무 또는 직업에서 그러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획득하는 경우, 또는 제23조에 명시된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나 익명화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컨트롤러는 그러한 요청 관
련 이행 조치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 다른 컨트롤러에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3조 제3항).

대로 새로운 목적 또는 세부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PDPA는 삭제권 관련 요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 삭제 요청 및 응답에 대한 형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2) 열람권

PDPA는 삭제요청에 대해 조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컨트롤러가 제33조에 따라 삭제요청에 대해 조치를

PDPA의 제30조 및 제39조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다.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사본을 요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는 PDPC에 불만을 제기하여 컨트롤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청하거나 동의 없이 획득한 개인정보 획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PDPA 제30조).
컨트롤러는 삭제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 구현과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일부로 컨트롤러는 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3조).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를 삭제, 파기 및 익명화해야 하는 의무는 그러한 개인정보 보유가 아래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
PDPA는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 사람의 신원 확인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표현의 자유의 목적

정보주체가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고 사유에 따라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컨트롤러는 지체

②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4항, 제26조 제5(a)항 또는 제26조 제5(b)항에 따른 목적

없이 열람 요청을 이행해야 하며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법적 청구의 설정, 준수 또는 행사 또는 법적 청구의 방어 목적
④ 법률 준수 목적

열람 요청은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으며 그러한 열람 요청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5) 처리제한권
PDPA의 제34조는 처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PDPA는 정보주체 권리와 관련된 수수료, 열람 요청 및 응답 형식에 대한 요구사항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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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3조 제11항(4)에 따라 삭제되거나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이지만 정보주체가 대신 해당 개인정보의 사용 제

PDPA의 제32조에서 정보주체의 반대권을 규정하고, 제19조에서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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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요청하는 경우

(7) 반대권

③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지만, 정보주체는 법적 청구의 설정, 준수
④ 컨트롤러는 제32조 제1항(1)과 관련하여 확인을 보류 중이거나, 제32조 제1항(3)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의 제기 요
청을 거부하기 위해 조사를 보류 중인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①제
 24조 제4항 또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의 면제조항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 컨트롤러가

태국

또는 행사 또는 법적 청구의 방어를 위해 보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설득력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입증할 수 없거나 법적 청구의
설정, 준수 또는 행사 또는 법적 청구의 방어를 위해 처리된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를 받을 권리의 일부로 컨트롤러는 PDPA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3조)

②직
 접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③과
 학적, 역사적 또는 통계적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나, 컨트롤러가 공익을 위한 작업 수행

PDPA는 처리 제한 요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제한 요청에 대한 조치 기간, 처리 수수료, 처리 및 응답에 대한 형식, 요

에 그러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청을 거부하는 면제 또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반면, 컨트롤러가 제34조1항에 따라 처리 제한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는 컨트롤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 철회는 법률에 의해 동의 철회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계약이 정보주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제34조).

체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동의하는 것만큼 동의 철회가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동의 철회는 제2장(개인정보보호)에

(6) 이동권

보주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경우 컨트롤러는 철회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PDPA의 제31조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규정한다. 정보주체는 컨트롤러로부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신할 권리
가 있으며 컨트롤러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자동 도구 또는 장비를 통해 읽을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

PDPA는 정보주체가 반대권을 행사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관련 개인정보를 즉시 구별하고 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

배열해야 하며,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는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

①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컨트롤러에 이러한 형식의 개인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전송하거나 이전
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② 기술적인 상황으로 인해 개인정보 전송이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컨트롤러가 다른 컨트롤러에게 전송
이나 이전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일부로 컨트롤러는 자신의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PDPA는 개인정보
처리 반대에 요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 수수료, 반대 요청이나 응답의 형식, 요청 거부에 대한 예외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위의 권리는 아래의 경우에 적용된다.
①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인 경우와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가 가능한 경우

바.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② 제24조 제3항에 따른 동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는 개인정보인 경우
③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에서 규정한 대로 제24조에 따르는 개인정보

PDPA에서 컨트롤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
미한다(제6조). PDPA에서 프로세서는 '이용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또는 소정의 차수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

PDPA의 제31조에서 공익을 위해 또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하거나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컨트롤러가 개인

는 공개에 관해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행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정보를 전송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의무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요청 형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요청 응답 형식 관련하여 컨트롤러

PDPA가 제39조와 제40조에서 컨트롤러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자동 도구 또는 장비를 통해 읽을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 배열해야 하며 자동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와 사무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 기록은 서면 또는 전자

화된 수단을 통해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형식으로 가능하다(제39조)
① 수집된 개인정보

PDPA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요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 수수료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 유형별 수집 목적
③ 컨트롤러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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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및 방법

하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조정하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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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 관한 조건 및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개

③P
 DPA 준수와 관련하여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
④ PDPA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려지거나 획득한 개인정보의 기밀을 유지

⑦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3항, 제36조 제1항에 따른 요청 거부 또는 이의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 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DPO의 자격을 규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⑧ 제37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보안 조치의 세부사항

(제41조).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기록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제40조)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동일 계열 사업체이거나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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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또는 공개

체나 기업 그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공동으로 DPO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 개인정보 영향 평가

하여 동일한 계열 사업체나 동일 기업 그룹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각 시설은 DPO에 쉽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적절한 보안 및 안전 표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술이 변경된 경우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적절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하여 DPO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무를 수행하

있다(제37조, 제40조).

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을 간편하게 해야 한다(제42조).

컨트롤러는 승인 없이 개인정보의 손실, 열람, 이용, 변경, 수정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조치(개인정보보호위원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DPO가 PDPA에 따라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DPO의 고용을 해고하거나 종료해서는

회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 포함)를 설정해야 한다(제37조). 프로세서는 승인 없이 또는 불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열람,

안 되며, DPO는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 변경, 수정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제40조).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서에 대
한 규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가 정보주체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

DPO는 타 직무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그러한 의무 또는 작업이 PDPA에 따른 의무 수

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소규모 조직인 프로세서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

행에 반하거나 반대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이거나 제26조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
와 관련된 사업체인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 개인정보 역외 이전(Transfer)
(3) DPO(Data Protection Office) 지정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아래의 상황에서 DPO를 지정해야 한다(제41조).

(1)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제한사항

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공공기관인 경우

PDPA는 개인정보를 외국 또는 국제 조직으로 이전할 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에서 요구하는

②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활동이 개인정보 또는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보호 또는 표준을 적절하게 충족하는 양수인에게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제28조에서 규정한 특정 상

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요하는 경우

황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면제된다.

③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핵심 활동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인 경우
(2) 개인정보의 위치와 거주지 요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DPO의 정보, 연락처 주소 및 연락처를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공할 의무가 있

현재 태국의 PDPA나 기타 법률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위치나 거주지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DPO에 연락해야 한다(제41조).
(3) 부문별 제한사항
DPO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직원이거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와 계약한 서비스 제공자일 수 있다(제41조).

의료정보나 유사한 성격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①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DPO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제42조).

②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① PDPA 준수와 관련하여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언

③ 제26조에 명시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② PDPA 준수와 관련하여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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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A가 개인정보영향평가(DPIA)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컨트롤러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하고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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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금융정보의 수집이나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정보를 수집

정보 국외 이전을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책을 승인하는 경우(해당 정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을 실질적으로 따르는 경우), 개인

① 자금 세탁을 방지하거나 국가안보, 금융보안 또는 사이버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이 불충분한 양수인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정책 승인이 개인정보

② 신용조사기관 사업의 운영을 규율하는 법률을 따르는 신용조사기관과 회원기관

국외 이전을 약간 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동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

태국

보의 수집이나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하거나 처리하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PDP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PDPA는 아래의 기관에 의한 금융정

PDPA에는 인력자원이나 직원정보에 대한 특정 조항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PDPA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

아. 집행

(4) 개인정보 국외 이전 솔루션

(1) 처벌 유형

PDPA에 따라 아래의 상황에서 태국에서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할 수 있다.

PDPA에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처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형벌의 양은 범한 범죄에 따라 달라진다. 최고 행정 과징

① 법에 의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요구되는 경우

금은 500만 바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에 의해 선고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배상액의 2배에 한한다. 가해자가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

법인인 조건에서 이사, 관리자 또는 책임자가 명령, 조치 등을 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이사, 관리자 또는 책

하는 양수인과 국외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국외 이전 또는 동의 당시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통지를 받는 경우

임자는 PDPA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규제당국이 실제 집행 측면에서 어떤 방향을 취할지는 아직 PDPA 초기

③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계이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프로세서는 PDPA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법

④ 컨트롤러와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 간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정보주체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⑥ 상당한 공익을 위해 양도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행정 과징금 기준
제82조에서 제89에 걸쳐 아래와 같이 행정적인 책임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전송 계약/표준 계약 조항의 사용
PDPA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전송 계약이나 표준 계약 조항의 내용이나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표 1] 위반행위 및 처벌 기준

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 또는 준수 요건에 따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태국에서 외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계약은 아래의 경우이다.

순번

법률 조항

① 정보주체와 타인 간의 계약인 경우
② 컨트롤러와 타인 간의 계약(단, 계약의 이행이 정보주체의 이익이 되는 범위 내)

위반행위
●

1.

제82조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할 수 있는 계약은 그에 따라 요구되는 수행이나 준수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컨트롤러(그러나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가 작성하고 동의해야 한다. 이것은 PDPA에서 개인정보 국

●

컨트롤러가 제23조, 제30조 제4항,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음
 트롤러가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이나 진술을
컨
사용하여 동의를 얻지 않음

●

컨트롤러가 제19조 제6항에 따라 동의 철회의 영향에 알리지 않음

●

컨트롤러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이행하지 않음

●

외 이전 계약 또는 표준 계약 조항(SCC)의 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과징금

컨트롤러가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2항 또는 제37조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음

●

컨트롤러가 개인정보의 목적에 대해 정보주체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 동의를 획득

●

컨트롤러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음

여하는 계약은 아래와 같다.

●

컨트롤러가 제29조 제1항 또는 2절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내거나 전송하지 않음

①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

●

2.

제83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태국에서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 이전할 수 있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권한을 부

② 컨트롤러가 당사자이고 정보주체의 이익 내에서 이행해야 하는 계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은 정보주체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다.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
서는 태국에서 외국의 동일한 사업 그룹이나 경제공동체에 종사하는 동일한 기업 그룹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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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4조

4.

제85조

●

●

 트롤러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26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27조 제1항 또는
컨
제2항, 제28조를 위반
 트롤러가 제2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26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전
컨
송 또는 이전하지 않음
프로세서가 제41조 제1항 또는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음

100만 바트 이하
의 행정 과징금
처벌

300만 바트 이하의
행정 과징금 처벌

500만 바트 이하의
행정 과징금 처벌
100만 바트 이하의
행정 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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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시 PDPA에 따른 관련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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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
●

제87조

7.

제88조

8.

제89조

●

●

프로세서가 제29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주수하지 않고
제26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이전하지 않음

500만 바트 이하의
행정 과징금 처벌

 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이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9조 제1
컨
항과 제41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 바트 이하의
행정 과징금 처벌

●

자연인이 전문가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

●

자연인이 제75조에 따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않음

●

자연인이 제76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함

●

자연인이 제76조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

50만 바트 이하의
행정 과징금 처벌

Ⅱ.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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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세서가 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7조 제5항을 준수하지 않음

300만 바트 이하의
행정 과징금 처벌

12

5.

 로세서가 적절한 이유 없이 제40조를 준수하지 않거나 제29조 제1항 또는 제3
프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 또는 전송하지 않음

1. 개요
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2021년 10월 기준) 디지털경제사회부(MDES)의 차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진
행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사회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디지털경제사회부 차관을 개인정

(3) 과징금 부과 및 행정 집행 절차

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아래의 설명내용은 행정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성될 행정체계이다.

PDPA 제90조는 전문가위원의 행정 과정금 부과 권한과 절차, 행정 소송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위
경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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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에서 규정한 행정 과징금으로 처벌할 권한이 있으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가 우선 시정 또는

나. 조직(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가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황의 심각성,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업

[그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무 규모, 위원회가 정한 규칙 기타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명령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담당관이 없거나 그 집행관이 있으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경매를 통해 매각할 자산을 압류 등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명령 및 행정 집행은 제7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며, 행정 집행은 제7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된다.

4. 기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없다.

※ MDES 웹페이지 내용과 PDPA 내용을 참조하여 넥스텔리전스 작성

다. 연락처
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현재 MDES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역할 수행)

- 홈페이지: www.mdes.go.th/mission/detail/2320-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 주소:  120 Moo 3 Government Center Chaloem Phrakiat 80th Birthday Ratthaprasasanabhakdi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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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

Bangkok 10210

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명시한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12

(B Building), 7th Floor, Chaeng Watthana Road, Thung Song Hong Subdistrict, Lak Si District,
- 연락처: 061 675 5153 또는 061 675 5154, saraban@mdes.go.th

사무총장으로 임명 전까지 임시수행)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감독위원회(Commission Supervising the Offi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태국

② 개인정보보호 사무총장: 푸차퐁 놋타이송(นายภุชพงค์ โนดไธสง) 디지털경제사회부 차관보(PDPA에 따라 공식적으로

1) 의무와 권한(제54조)

2. 역할 및 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행정 정책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계획을 승인
②개
 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의 복지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조직, 재정 문제, 인적자원 관리, 일반 행정 업무, 내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PDPC)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제8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의 연간 운영계획, 연간 지출계획 및 연간예산을 승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④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및 사무총장의 관리 및 운영을 통제

①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정보통신, 사회과학, 법률, 보건, 금융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있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정위원회 지정

고 유용한 기타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하여 위촉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의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를 결정

② 부위원장: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

⑦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운영결과와 업무성과를 평가

③ 상임위원 5명: 국무총리실 실장, 국무회의 사무총장,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총장, 권리자유보호국 사무총장, 법무장관

⑧ 기타 이 법이나 타 법에서 감독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규정한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내각이 규정한 업무를 수행

④ 명예위원 9명: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정보통신, 사회과학, 법률, 보건, 금융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이 있고 유용한 기타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하여 위촉

2) 소위윈회(Sub-committee) 지정(제55조)
감독위원회는 감독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동할 소위원회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 감독위원회는 감독위

사무총장은 위원으로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2인 이하의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고 재임까지

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유용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업무 수행 평

가능하다(제60조).

가와 구성원은 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제16조)

3) 보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① 디지털 경제회의 발전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디지털경제사회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해 국가정책, 국가전략 및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회의 수당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다.

관련 국가계획과 일치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② 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촉진 및 지원하고 개
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운영 결과 평가를 수행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1) 임무(제43조)

③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치 또는 운영 지침 결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의 발전 장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이

④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통지 또는 규칙을 발표

하 사무국)을 운영한다.

⑤ 외국으로 전송이나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 마련
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사무국은 법인의 지위를 가진 정부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또는

⑦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 또는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 내각을 권고

예산 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국영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⑧ 최소 5년마다 왕실 법령 또는 이 법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내각에 권고
⑨ 이 법을 준수하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언 또는 자문

사무국의 운영은 노동보호, 노동관계, 국영기업 노동관계, 사회보장 및 근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⑩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판결을 해석하고 결정

다. 그러나 사무국의 직원 및 직원은 노동 보호, 사회 보장 및 근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율 이상의 요율로

⑪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훈련과 인식제고 지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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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금지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
① 파산했거나 부정직하게 파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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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으로 간주된다.

② 무능력자 또는 준무능력자
③ 과실 또는 경범죄를 제외하고 실제로 구금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제44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국의 업무에 추가하여, 사무국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

④ 공무원, 직원 또는 정부기관, 국영기업, 기타 정부기관 또는 지역 공식기관의 직원

회 사무국을 감독하는 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감독하는 학문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무국은

⑤1
 년 이상 면직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 정치인, 정치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행정 관리직에 재직 또는

아래의 역할과 권한을 갖는다.
① 국가 정책, 국가 전략 및 관련 국가 계획과 일관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안할 국가 수준의 정책, 전략 및 계획 관련된 기본계획과 시정조치 초안
을 마련

태국

2) 역할(제44조)

재직 경험자
⑥1
 년 이상의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의 이사 또는 기타 정치적 지위 또는 정당의 간부로 재
직 또는 재직 경험자
⑦ 부정직한 직무 수행 또는 심각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고 또는 공무에서 해임 경험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 개발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

⑧ 제62조 제4항에 따른 수행성과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해고된 자

③ 표준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감독 메커니즘, 그리고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검토 및 인증

⑨ 사무국의 관련 사업에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문 조사, 정보 수집, 최신 업데이트 및 추세 파악,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보
3) 임기(제60조)

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공공 부문, 국영 기업, 지방 정부 행정부, 공공 기관 또는 기타 조직과 연락

사무총장은 4년의 임기로 재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은 2회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사무총장의 임

⑥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에 대한 자문 제공

기 만료 전 30일 이상 60일 이내 또는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전 사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독위원회는 새로운 사무

⑦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 등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및 대중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학술 서비스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감독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적절한 사람을 후보로 지

를 제공하는 센터의 역할 수행

명해야 한다.

⑧ 교과과정 개요를 수립하고 컨트롤러, 프로세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직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일반 사람에 대한
교육을 제공
⑨ 사무국의 업무와 권한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할 때 국내외 단체와 기
관과 합의 및 협력
⑩ 이 법의 준수 여부를 추적하고 평가
⑪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을 감독하는 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할당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

4) 의무와 권한(제63조)
사무총장은 아래의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①개
 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감독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결의에 따라 사무국의 임무와 국가정책 및 계획, 전략계획, 내
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독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사무국의 업무를 관리
②감
 독위원회에서 규정한 법률, 내각 결의 및 규정, 규칙, 요구사항, 정책, 결의 또는 통지에 반하거나 위배되지 않는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수립
③ 사무국의 감독자이면서 구성원 역할을 하고 사무국의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의 성과를 평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

④ 사무총장이 지정한 대로 사무총장 보좌관 역할을 하기 위해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총장과 사무차장을 임명

1) 임명(제57조)

⑤감
 독위원회에서 규정한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 및 직원을 모집, 임명, 승진, 감봉 또는 공제하고 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을 감독하는 위원회(감독위원회)가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관
리할 의무가 있다. 사무총장의 임명은 감독위원회가 정한 인사규칙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계 조치를 취하며 해고
⑥감
 독위원회에서 규정한 규정, 규칙, 요구 사항, 정책, 결의 또는 통지에 따라 행위를 수행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관리를 책임지고 감독위원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2) 자격(제58조, 제59조)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태국 국적 보유자;
② 35세 이상 60세 이하.
③ 사무국 및 행정부의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보유

31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315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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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위반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① 컨트롤러가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호 조치를 구현했으며 해당 조치가 위반의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에 적용한 경우
②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높은 위험이 더 이상 실현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경우

PDPA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고지(제37조), 불만사항 처리(제40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한 조치 필요)

태국

1. 개요

③정
 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에는 과도한 노력이 수반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공문 또는 이와 유

12

Ⅲ. 피해구제체계

이외에 태국의 전기통신사업법(2001)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즉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전기통신위원회 고시에서는 전기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에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통지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컨트롤러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

대한 규정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금융분야, 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다.

3. 불만사항 처리

다(제37조).
PDPA 제4장(불만사항)은 불만사항 처리사항을 규정한다.

내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에 신고
② 개인정보 침해가 영향을 받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1) 전문가위원회 임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 분야에 따라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이상의

또한 제40조에 따라 프로세서는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위반을 컨트롤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가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전문가위원회의 자격, 임기, 휴가 및 기타 운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다(제71조).

고지 초안에 따르면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에 아래의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① 개인정보 침해의 성격에 대한 설명, 식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의 범주와 규모, 관련 정보주체의 수, 관련 처리 활동 기록

(2) 전문가 위원회 역할과 권한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정보 또는 컨트롤러의 기타 연락처 정보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제72조).

③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한 결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① 이 법에 따른 불만 사항을 검토한다.

④ 개인정보 침해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관리 조치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

②정
 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직원 또는 계약자를 포함하여 컨트롤
러 또는 프로세서의 모든 행위를 조사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

① 개인정보 침해의 성격에 대한 설명, 식별 가능한 경우 관련 개인정보의 범주 및 양, 관련 처리 활동 기록

④ 이 법에 따라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가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으로 규정된 기타 행위를 수행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정보 또는 컨트롤러의 기타 연락처 정보
③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한 결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3) 불만사항 제기

④ 개인정보 침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

정보주체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제73조1).

고시 초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추가 정보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

불만사항 접수, 수락 거부, 기각, 검토, 심사 기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관련 법률에 의거한 사항

무국에 정보를 즉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컨트롤러는 사후에 추가 정보를 그 사유(정보를 한 번에 통보할 수 없는 이유)

을 고려해야 한다(제73조2).

와 함께 통지해야 하며 정보를 한 번에 알릴 수 없다.
(4) 전문가위원회의 불만사항 처리
컨트롤러는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되지 않는 이유와 함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사실, 그 영향 및 취

불만 제기자가 제73조 제2항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된 불만사항이 해당 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는 것이 금지된

해진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위반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컨트롤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경우,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수락하지 말아야 한다(제73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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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위원회가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불만사항을 심의하거나 제72조 제2항에 따른 행위를 조사한 결과, 그러한 불만

Ⅳ. Cases

12

사항이나 행위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전문가위원회는 그러한 불만이나 조사를 기각하기 위해 명령할 수 있
다(제73조 제2항).

태국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나 조사 결과 그러한 불만이나 행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당사

태국은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발효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에 대한 사례가 없다.

자가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진행한다. 다만, 이러한 불만 또는 행위가 해결되지 아
니하거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는 아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73조 제3항).
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행위를 수행하거나 시정

1. 방콕 항공

②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정보주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컨트롤러가 지정된 기간 내에
피해를 중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방콕항공(Bangkok Airways Public Company Limited)은 2021년 8월 26일 성명을 통해 웹사이트에 사이버보안 공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제73조 제2항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집행과 관

통보되었다. 회사는 1차 예방 조치를 위해 승객이 은행 또는 신용 카드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조언을 따르고 손상된 비

련된 조항이 준용되며 그대로 적용된다.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재산이 행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밀번호를 가능한 한 빨리 변경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특히 방콕항공은 무단접근을 인지하는 즉시 사이버 보안팀과 함

경매에 의해 압류, 압류 또는 판매되는 경우, 전문가 위원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경매에 의한 그러한 압류, 압류 및 판

께 사건을 조사하고 억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매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제73조 제4항).
방콕항공은 침해된 개인정보와 영향을 받은 승객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IT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취
제7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발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지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전

했으며,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승객 이름, 성, 국적,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여권 정보, 과거

문가위원회의 명령은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며, 전문가위원회의 명령은 최종이어야 한다. 제72조에 따라 진행

여행 정보, 일부 신용 카드 정보 및 특별 기내식 정보를 포함한다.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전문가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알려야 한다. 다른 법률에 의거
하여 이미 공적 권한이 있는 민원에 대해 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각되는 경우, 전문가위원회는 이를 민원인에게

또한 방콕항공은 그 외에도 회사는 공격자가 방콕항공을 사칭하고 기만(피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할 수

알려야 한다. 제소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위원회는 이를 진행하

있으므로 의심스럽거나 원치 않는 전화 및/또는 이메일에 대해 주의하라고 승객에게 경고하였다. 방콕항공은 신용카

여야 하며, 전문가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해당 공무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 제5~9항).

드 정보를 요청하는 고객 및 그러한 요청에 연락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은 법적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주제 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타 문제와 관련된 문서 또는 정보를 제출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또한 누구에게나 사실 진술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제74조)
(5) 담당관(Competent Officer)의 의무와 관한
제76조는 담당관의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음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다.
① 컨트롤러, 프로세서 또는 모든 자연인에게 이 법에 따른 행위 또는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 또
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
② 컨트롤러, 프로세서 또는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 법에 따라 발행된 통지를 위반하거나 준수 위반으로 피
해를 입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실을 조사 및 수집하고 전문가위원회에 보고
위 ②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익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관은 컨트롤러 또는 이 법
에 따른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구내에 낮에 또는 업무 시간에 들어가서 사실을 조사 및 수집하거나 문서, 증거, 범죄와
관련되거나 자료를 압수나 확보하기 위해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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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 사건은 태국 왕실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관련 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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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rriott의 주장
Marriott는 대응 조처를 위해 고객과 ICO에 신속하게 접촉했고, ICO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Marriott 측은 고객의 피
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처와 더불어 사건 이후 시스템 보안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조치를 취했다. Marriott
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에 전념하고 있으
며, ICO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 보안 조치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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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이번 과징금은 GDPR 침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행되었다. GDPR은 조직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
해야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합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② 목적 제한 원칙, ③ 정보 최소화
원칙, ④ 정확성 원칙, ⑤ 보관 제한 원칙, ⑥ 보안 유지 원칙, ⑦ 책임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과징금은 보안 유지 원
칙 면에서 Marriott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ICO의 조사는 Marriott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제출된 상세 내역과
증거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되는 처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GDPR 제56조는 주 감독기관
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 ICO가 감독기관 역할을 했으며, ICO는 과징금 통지 발행에 앞서 GDPR 제60조의
절차를 밟았다. GDPR 제60조는 합의 도달을 위해 최고 감독기관이 다른 감독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3월 31일 Marriott는 약 5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투숙객의 이름, 이메일, 멤버십 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
가 데이터 침해 사건으로 누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Marriott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동 사건이 Marriott 브랜드의 호텔
이 투숙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2020년 2월 말 프랜차
이즈 직원 두 명의 ID를 이용해 투숙객 정보에 로그인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Marriott에 대한 최근의 조
처는 과징금 규모에 있어서도 ICO가 광범위한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을 포함한다.

대만

1. 개요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이용을 통제하여 개인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올바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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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체계

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정의

대만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보호를 포괄하는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個人資料保護法,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는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얼굴, 지문, 결혼상태, 가족 정보, 학력, 직업, 진료기록,

Protection Act, PIPA)을 적용한다.

유전자 정보, 성생활, 건강검진 결과, 범죄기록, 연락처, 재정상태,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연인을 직간접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대만은 초기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으로 ‘95년 8월 컴퓨터처리개인정보보호법(Computer processe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을 제정하여 20년 간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공유에 관한 내용을 특정 산업분야에만 제한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자연인의 진료기록, 보건 정보, 유전자 정보, 성생활,

적으로 적용하였다.

건강진단 및 범죄기록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집, 처리 또는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6조).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면서 ‘10년 4월 입법부는 컴퓨터처리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①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하고 재명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②정
 부기관이 법률상의 책무를 수행하거나 비정부기관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경우. 단, 개인정보
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사전이나 사후에 적절한 안전 및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10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고 ‘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하는 모든 사

③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 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합법적으로 공개된 경우

람에게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15년 12월 15일 일부 개정을 거쳐 ‘16년 3월 15일부터 개정된

④정
 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건강관리, 공중위생 또는 범죄예방 목적의 통계자료 수집 또는 학문 연구에 필요한 경우.

내용으로 시행되었으며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또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더
욱 강화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도 ’16년 3월 2일 개정되었다.

단, 정보제공자가 처리하거나 정보수집자가 공개한 정보로 인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⑤정
 부기관의 법률상의 책무 수행 또는 비정부기관의 법률상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해당 개
인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사전이나 사후에 적절한 안전 및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만은 EU의 GDPR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기 위해 ‘18년 말 자체 평가 보고서를 EU에 제출했으며 관련 논의를 위해

⑥정
 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이용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단,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이 필요한 특정

EU 측과 3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대만 정부는 적정성 결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준비 중으로, 개정안에 포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또는

함될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일 감독기관의 설립,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립,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

그러한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체의 동의 요건 개정,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19년 2분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당초 ’20년 중반까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

다. 적용범위

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21년 10월 현재까지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은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

2.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가. 개요

는 중앙 또는 지방의 정부기관이나 관리기관을 의미하며 비정부기관은 정부기관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의
미한다(제2조).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제51조).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정부기관의 개인정보수집, 처리 및 이용, 제3장 비정부기관의 개인정보수

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이 순전히 개인적 또는 가정생활 목적을 위해 자연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집, 처리 및 이용, 제4장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5장 벌칙,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된다.

② 공공장소 또는 공공활동에서 다른 개인정보와 관계없이 시청각정보가 수집, 처리 또는 이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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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의 수집이 정부기관의 법적 책무 수행 또는 비정부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통지의 제공이 정부기관의 법적 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우에도 적용된다.

④ 통지의 제공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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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대만 영토 밖에서 대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경

대만

⑤ 정보주체가 이미 통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⑥ 개인정보의 수집이 비영리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에 대하여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라. 개인정보처리 동의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또는 처리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통지를 한 이후
정보주체가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것으로 추

①법
 적 의무 수행이 필요한 범위 이내인 경우 ②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③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제15조).

정될 수 있다.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동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진다.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또는 처리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제19조).

마. 정보주체의 권리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
리는 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②비
 정부기관과 정보주체 간에 계약관계 또는 계약에 준하는 관계가 있고 정보주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가 취해진 경우
③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 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합법적으로 공개된 경우

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고 검토할 권리
② 자신의 개인정보 사본을 요구할 권리

④교
 육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통계자료 수집 또는 학문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단, 정보제공자가 처리하거나 정보
수집자가 공개한 정보로 인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권리

⑤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④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

⑥ 공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

⑦개
 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얻어진 경우. 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이용을 금
지할 중요한 이익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⑧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

바.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2) 이용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처리자로 통칭하며,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각각

정부기관은 법적 의무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한 개인

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또는 처리, 이용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이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제16조).

(1) 수집 또는 처리

①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시 ①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의 명칭 ②수집목적 ③수집 대상 개인정보의 종

② 국가 안보를 보장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류 ④개인정보 이용기간, 지역, 수령인, 방법 ⑤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⑥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

③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고 한 경우에 영향을 받게 될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 등의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④ 타인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물리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⑤정
 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공익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또는 학문 연구에 필요한 경우. 단 정보제공자가 처리하거나

통지 의무는 다음의 상황에서는 면제될 수 있다.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로 특정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을 위한 경우

① 법률에 따라 통지가 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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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집행

13

비정부기관은 특정 수집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20조).
①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정부기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②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5조).

대만

비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시·자치주 정

③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④ 타인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물리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의 금지

⑤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공익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또는 학문 연구에 필요한 경우. 단 정보제공자가 처리하거나

② 처리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삭제명령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로 특정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③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압수 또는 파기명령
④ 비정부기관의 위반행위와 비정부기관의 명칭, 해당 책임자/대표의 성명 공개

⑦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정부기관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거부가 있을 시에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비정부

항(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등)을 위반하거나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의 역외 이전 제한

기관이 최초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

에 관련된 명령이나 결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100만 NT$(약 4,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

용을 지불해야 한다.

과할 수 있다(제41조).

(3) 보안 의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 또는 타인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정부기관은 개인정보의 도난, 변경, 손상, 파괴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및 유지조치를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파일의 정확성을 기타 방식으로 손상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자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제18조).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100만 NT$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제42조). 이 두 조항은 대만 국
민이 다른 대만 국민에 대하여 해외에서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비정부기관은 개인정보의 도난, 변경, 손상, 파괴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
를 취해야 한다.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기관은 특정 비정부기관을 지정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보호를 위한 안전

정부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기회 또는 수단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및 유지계획과 사업 종료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제27조).

처벌한다.
비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조항(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을 위반한 경우,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

사. 개인정보 역외 이전

앙정부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시·자치주 정부는 5만~50만 NT$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한 내 시정조치를 취하
도록 명할 수 있다.

비정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기관은
이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제21조).
①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② 국제조약 또는 협정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가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경우
④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행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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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은 개인정보 보호를 감독하는 독립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무부에 동법에 의한 세부규

2. 개인정보 피해 배상과 소송

13

Ⅱ. 행정체계

가.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배상 책임

칙을 제정하는 역할과,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의 유형과 구체적인 목적 등을 정하여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이 참조 및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했다(제53조). 실질적으로는 대만 행정원의 위임에 따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부기관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개인정

라 대만국가발전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 NDC)가 법무부를 대신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

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기타 침해에 대하여 그 피해가 자연재해, 비상사태 또는 기타 불가항력

행하지만 감독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적 사건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 아닌 한 책임을 져야 한다(제28조).

대만은 EU GDPR에 대응해 2018년 7월 국가발전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보호특별사무실을 설립했으며, 이 사무실

비정부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

은 대만 내 GDPR과 관련해 다양한 정부기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EU의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기 위해 EU와 교섭하는

한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기타 침해에 대하여 그 피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pipa.ndc.gov.tw)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Q&A와 관련 법령 정보

외하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제29조).
피해자가 겪는 피해가 비금전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

한편,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에 의거해 주요 산업별 관할부처는 비정부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조항(제8

회복을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의 금전적 가치를 증명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조 또는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한 내 그 위반을 바로잡도록 명령할

경우 피해의 강도에 따라 사건당/인당 최소 500NT$에서 최대 2만 NT$의 보상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가 주요 관할

건에 의하여 다수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총 보상액은 2억 NT$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건에 관련된 이익이

부처 중 가장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억 NT$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은 그 이익만큼 증대된다.
권리자가 개인정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배상 책임자를 확인한 후 2년 이내, 침해 발생 후 5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

Ⅲ. 피해구제 체계
1.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나. 개인정보 피해 집단소송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다수의 정보주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단법인이나 자선단체는 20인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서면으로 소송수행권을 위임 받아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4
조). 정보주체는 구두변론 종결에 앞서 서면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며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도난, 공개,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된 경우, 관련 사실이 명확해진 후에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

정보주체가 소송수행권을 위임한 재단법인 또는 자선단체는 소송에 관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나, 정보주체

하고 있다. 통지 의무 위반 시에는 2만~20만 NT$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는 소송에 관한 포기, 철회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소송의 판결에 불만을 가진 경우 항소
제기 기한 이전에 소송수행권의 위임을 철회하고 직접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적절한 수단은 구두, 서면,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또는 정보주체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의미한다. 단, 통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은

판결 원본 수령 후 재단법인 또는 자선단체는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항소 여부에 대해 7일 이내 서면으로 통

기술적 타당성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해 인터넷, 미디어나 기타 적절한 공적 수단을 통해 통지할 수 있

지해야 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에서 필요한 소송비용을 차감하고 소송수행권을 위임한 정보주체에게

다. 통지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실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한 조치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잔액을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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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ases

대만

1. 대만 소비자재단의 집단소송 사례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집단소송 권리에 따른 첫 번째 집단소송은 ‘18년 3월 대만 소비자재단이 여행사 Lion
Travel에 제기하였다. ’17년 5월 Lion Travel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 집단이 항공권과 여행상품 예약 명단에 접
근하여 총 36만 건의 매출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유출된 자료에는 고객 이름과 연락처, 여행사에서 구매한
상품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건으로 인해 일부 고객은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재단은 소비자 불만 접수 이후 해결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
나 여행사는 기업 운영시스템에 방화벽 등 다층적인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데이터 유출 사건에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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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였다.
이에 소비자재단은 사기 피해를 입은 18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총 450만
9,575NT$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19년 10월 대만 법원은 Lion Travel이 개인정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제도를
수립하고 내부 감사 및 보안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컴퓨터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들어
Lion Travel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유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소비자재단
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0년 7월 Lion Travel과 일정액의 보상금에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2. 금융감독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
가. Hongtai Life Insurance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20년 8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Hongtai Life Insurance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공개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Hongtai Life Insurance의 위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기록이 불완전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요구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와 ‘금융감독위원회 지정 비공공기관 개인자료파일 보
호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 1개월 내 시정을 명령하였다.

나. Forestar Insurance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21년 9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Forestar Insurance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공개했다. 개인정
보와 관련된 Forestar Insurance의 위반 내용은 개인정보 전송과정이 암호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운영규범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기업의 웹사이트가 적절한 암호화 조치 및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 1개월 내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 90만 NT$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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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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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제8조 5항에 따라 대법원은 조약(treaty), 국제협정(international or executive agreement), 법률
(law),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포고령(Proclamation), 명령(order), 지시(instruction), 조례(ordinance) 또
는 규정(regulation)에 문제가 있는 경우 권한을 행사한다.

14

Ⅰ. 법률체계

●

필리핀

1. 개요
[그림 1] 필리핀 법률체계

필리핀의 법제도는 성문법, 관습법, 이슬람율법(샤리아), 토착법의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성문법 체계는 입법기관(의회)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그에 준하는 법률제정 권한을 인정하는 독
특한 형태로 구성된다. 필리핀 법령체계는 ① 헌법, ② 입법기관이 제정한 국내법과 및 의회의 비준을 통해 발효된 국

헌법

필리핀 법제의 최상위 권위

제협정을 포함한 공화국법, ③ 공화국법의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효되는 법령, 그리고 ④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는 조례 등을 포함한 기타 법규범으로 구성된다.

공화국법

① 헌법(Constitution) : 필리핀 최상위 법 규범으로 법률체계의 근간이 된다.

· 국제협약
· 조약

· 포고령
· 행정명령

· 집행명령

② 공화국법(Republic Act)
●

국내법 : 입법기관(상원, 하원)에 의해 제정되어 의회의 표결을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정식으로 제정된 법률

기타 이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법규정

조례, 판례, 대통령령

이다.
●

조약(Treaty) : 국가 간에 서면으로 체결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규범이다. 의회에 의해 승인된 조약은 국내
법과 동등하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필리핀 공화국법을 구성하고 있다.

③ 공화국법(Republic Act)의 시행을 위한 법령
●

2. 필리핀 개인정보보호 법령체계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DPA, Data Privacy Act)은 2012년 9월 8일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동 법을 관장하기 위한 실

필리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행정부가 시행하는 시행규칙, 행정명령, 집행명령, 포고령(Proclamation)

무를 담당하는 국가 개인정보 위원회(NPC, National Privacy Commission)가 2016년에 출범되었다. 그리고 2016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년 9월에는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의 실무규정과 지침을 구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IRR, Implementing
Rules of the Republic Act No. 10173)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은 행정부가 입법기관(상원, 하원)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집
행하기 위해 규제기관 또는 관련부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지침과 규칙을 공표한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이 부
여한 행정기관의 직무 수행과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필리핀 법제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작용

가.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DPA, Data Privacy Act)

하고 있다.
(1) 개요
④ 기타의 법규범
●

조례(Ordinances)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개인정보보호법(DPA) 이전에는 필리핀에서 개인정보활동(수집·이용·보관·공개·이전·폐기)을 규제하는 공식적인 법
규와 기구가 없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조치 또한 시행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부재
는 필리핀 내에서 개인정보의 악의적인 오남용과 침해사례를 낳았으며,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목

●

법원의 판결 : 필리핀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진다.

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DPA)은 정보주체의 정보활동에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

●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 마르코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보보호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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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 제1장 제4조는 적용범위를 “모든 개인정보 형식의 처리와 개인정보 컨트롤러 또는 정보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필
필리핀 산업통상부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부 행정명령 제8-2006호’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EU

자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 5 조 “언론인 및

GDPR의 전신인 개인정보보호지침 1995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현재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DPA)이 EU

취재원의 보호”의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GDPR의 기준과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제1장 제6조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은 ③ 정보주체가 필리핀 시민이나 필리핀 거주민인 경우에는 현재 거주국가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DPA)에서도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나 정보처리 위치에 상관없이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고

권리보호를 핵심적인 가치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GDPR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동 법은

있는 필리핀 국적 해외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필리핀에 소재한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 개인정보보호법(DPA)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① 정보를 고지 받을 권리, ② 정보에 접근할 권리, ③ 거부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삭제 및 차단 권

을 적용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 해외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의 은행이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리, ⑤ 정보의 정정 권리, ⑥ 불만 제기 권리, ⑦ 손해배상 청구 권리, ⑧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

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리핀에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① 필리핀 소재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② 필리핀에 사무소나 지점⋅대리점을 유지하는

14

역사적으로 보면, 필리핀 법률체계에서 개인정보보호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특정한 상황
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DPA)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주체의 지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

또한, GDPR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DPA)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편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있다. 즉, 동 법은 개인정보 침해는 해당 정보주체와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에 침해사고는 발생시점으로부터 72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장 제4조는 아래의 정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 내 또는 개인정보 컨트롤러(프로세서)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고지가 필요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지하
는 즉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개인의 직위나 업무에 관한 전·현직 정부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정보
- 개인이 정부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의 직급과 업무용 주소와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법(DPA) 제1장 3조은 ‘개인정보’를 “실물 형태로 기록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신원을 명백하게 보여주

- 개인이 재직하는 직위의 분류와 호봉, 책무

거나,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주체를 합리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취합 시 개인을 직접적으로

- 개인이 정부 취업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등재된 개인의 이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
●

개인의 인종, 출신 민족,

●

결혼여부, 연령, 피부색, 종교 및 철학 또는 정치적 배경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건강이나 교육,

●

유전자, 성생활 또는 그가 범하였거나 혐의를 받는 범죄에 대한 소송절차, 해당 소송에 따른 처분 또는 법원 선고에

정부기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개인에 관하여 계약약관 및 해당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제공
된 해당인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

●

정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면허나 허가와 같이 재정적 성격의 재량 편익에 관하여 해당 개인의 이름과 편익의 정확
한 성격을 포함한 정보

관한 정보
●

사회보장번호나 과거 또는 현재의 의료기록, 면허나 면허 거절·중지·취소에 관한 기록, 세금신고 등의 정보를 포함하

●

언론이나 예술, 문학, 연구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독립된 중앙 통화당국과 법집행 및 규제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이 발행한 특정 개인에 관련된 고유정보
●

행정명령이나 의회가 제정한 법이 기밀로 유지되도록 정한 정보

처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59)
(3) 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법(DPA)은 개인정보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기록·구성·저장·업데이트 또는 수정·검색·참조·사용·통
합·차단·삭제·파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이하, ‘개인정보 처리’)

●

독립된 중앙 통화 당국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관할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공화국법 제9510호,「자금세탁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9160 호와 그 밖의 관련 적용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으로 정의하고 있다.
59) 이
 법의 규정은 「은행예금비밀보호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 1405 호나 「외화예금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 6426 호, 「신용정보시스템법」
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 9510 호를 개정하거나 폐지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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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는 동 법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특정 개인이 자녀의 은행거래를 위한 계좌에 필요한 자녀의 개인정보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 개인정보 처리의 범위와 방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해외법률에 따라 해외 관할구역의 주민으로부터 최초로 수집되고 필리핀에서 처

- 해당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수령인이나 수령인의 유형

리되는 개인정보

- 정보주체가 허용하는 경우,

14

●

또한 동 법 제1장 제6조는 물리적으로 필리핀 내에서 소재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사안이라 하더라도 아

- 개인정보 컨트롤러나 그 대리인의 신원과 연락처

래의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가 저장되는 기간

필리핀

- 정보에 자동적 접근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과 해당 접근의 허용 범위

- 정보의 접근과 정정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
●

해당 행위나 관행, 처리가 필리핀 시민이나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

다음 각 호에 대한 합당한 접근 요구

해당 주체가 필리핀과 관련이 있고 필리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필리핀 외부에서 처리하더라도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시민이나 주민과 관련이 있는 경우

- 기 처리된 개인정보의 내용

- 필리핀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개인정보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

- 법인이 필리핀에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나 필리핀 국내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정보가 처리된 방식

- 지점이나 대리점, 사무소,

- 수령인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사유
- 정보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서 정보가 생성되는 자동 절차에 관한 정보

●

자회사가 필리핀에 있고 필리핀 법인의 모회사나 계열사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최종 접근 및 수정된 날짜
-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명칭이나 이름, 신원, 주소

●

해당 주체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국내에 다른 연고가 있는 경우
●

- 해당 주체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요청이 남용되거나 그 밖에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부정확한 내용이나 오류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
보 컨트롤러에게 즉시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권리61).

- 필리핀 소재 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보유한 경우
●

개인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거나, 허위이거나, 불법으로 입수되었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

(4) 정보주체의 권리

용되었거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입증된 경우 개인정보 컨

개인정보보호법 (DPA) 제4장 제16조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트롤러의 입력 시스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지, 철회하거나 차단·삭제·파기를 지시할 권리62).

●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또는 처리될 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거나, 허위이거나 불법으로 획득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적
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권리

●

본인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처리시스템에 입력되기 전 또는 이후 가능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받
을 권리60)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DPA) 제4장 제19조는 처리된 개인정보가 과학과 통계 조사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이
를 바탕으로 다른 활동이 수행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앞서 기재한 정보주체

- 시스템에 입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

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는 대외비

-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로 보관하고 공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주체의 범죄나 행정, 조세채무에 관한 조
사를 위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60) 정보주체에 제공되는 정보나 설명은 정보주체의 사전 통보 없이 개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이나 서비스의 이행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노사관계에서 수집인과 정보주체 사이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법적 의무로 인하여 정보가 수집 및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집과 처리
가 명백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소환장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처리 시스템에 입
력되기 전 또는 이후 가능한 때의 고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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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
 인정보가 정정된 경우,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신규 및 취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신규 및 철회 정보 수령인의 동시 수령을 보장한다. 다만, 정
보주체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전에 해당 개인정보를 수령한 제 3 자에게 해당 정보의 부정확성과 정정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62) 이 경우 정보 컨트롤러는 해당 개인정보를 종전에 수령한제 3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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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DPA)은 개인정보 컨트롤러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주관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하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고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과 관계가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주체가 요
청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 있다. 동 법의 제3장 11조는 개인정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시에 준수해야 할 일반원칙

필리핀

고, 정보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컨트롤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
●

개인정보 컨트롤러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경우

●

생명과 건강을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주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 또는 공공질서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공공기관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4

(5)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수집 전이나 수집 직후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 및 공표되는 적법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집하고, 향후 이와 같이 결정
및 공표된 적법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의 직무 이행에 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사용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신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해야 하며 과도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컨트롤러나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적법한 이익을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필리핀 헌
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가 해당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DPA) 제3장 제13조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닉정보의 처리는 금지하고 있으나, 다음 각 항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

정보를 입수한 목적을 이행 또는 법적 청구권의 입증·행사·방어나 적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또는 법률
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만 보유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처리 전에 목적에 동의하거나, 비닉정보의 경우 교환 당사자 전원이 처리 전에 동의한 경우

정보가 수집 및 처리된 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후에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양식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

●

기존 법규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규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닉정보의 보호를 보장

만,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역사나 통계, 과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한 경우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나 비닉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법규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의무가 아닌 경우여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가하는 전술한 법률은 적절한 보호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

야 한다.

러,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이법에서 명시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동의

정보주체나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하고, 정보주체가 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처리 전 동
의를 표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PA)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IRR, Implementing Rules of the Republic Act No. 10173)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동의는 정보주체가

●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적법하고 비영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전술한 처리는 해

자유의사에 따라 정보에 기반을 두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의사의 적시를 말한

당 조직이나 단체의 정회원 및 그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

다. 동의는 서면이나 전자 또는 기록 수단으로 증명하며 정보주체가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신하

된다. 아울러, 처리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여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하고 있다. 한편 동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에 관한 사항은 기타 법률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하고,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가 소송에서 자연인이나 법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법적 청구권을 입증⋅행사 또

상황으로 인식하고 동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DPA) 제3장 제12조는 개인정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판

는 방어하는데 필요하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단에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보안
●

정보주체가 동의를 한 경우,

340

개인정보보호법(DPA) 제5장 제20항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관과 저장에 관해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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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원회(NPC)는 통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개인정보 컨트롤러가 동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
정보 컨트롤러는 우발적이거나 불법적인 파기, 변경 및 공개는 물론 기타 불법적인 처리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고 개인정보 수집한 신의성실이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위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조직적·물리적·기술적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

- 개인정보위원회(NPC)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통지가 공공의 이익이나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의 이익에 맞

●

정보 프로세서는 우발적인 멸실 또는 파괴와 같은 자연적 위험과 불법적 접근, 부정사용, 불법적 파괴, 변조 및 오염과

- 개인정보위원회(NPC)는 중대한 위반과 관련된 범죄수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의 연기를 승인할

같은 인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있다.

필리핀

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컨트롤러에게 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

14

●


●

본 조항에 따른 적절한 보안 수준의 결정은 보호할 개인정보의 특성, 처리로 인한 위험, 조직의 규모와 운영 복잡성,

3) 이전과 공개

현재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 모범 사례 및 보안 구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DPA)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함께 정보 이전에 관한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은 모든
컨트롤러는 자신의 관리 하에 보관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또한 구현될 보안대책에는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가 발행할 수도 있는 지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컨트롤러의 책임 및 의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서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요구하고 있다.

있다. 동 법의 제6장 21조는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우발적, 불법적 또는 무단 사용 또는 기능 또는 가용성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로부터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

위한 보호 장치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본 법의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 의해 정보가 처리되는 동안 동등한 수준의 보호
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상 또는 기타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보안정책
-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취약성을 식별·액세스하고 보안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

●

방·시정·완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조직이 동 법의 준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지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정보는 요청에 따라 모든 정보주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보안 침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사고에 대한 예방·시정·완화하기 위한 대처 프로세스
정부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개인정보 위반 발생 시
●

정보 컨트롤러는 자신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63)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구현하도록 추

의 지침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하고 있다

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정보 프로세서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개인정보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DPA)은 모든 조직의 개인정보 활동과정에서 관계법령 준수를 관할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가 엄격한 기밀상태로 운영되고 보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의무는 해당 직무를 그만두거나 다른 직책으로 이동

의 임명과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요청에 대응하

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기 위해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 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의 시민권과 거주권 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
이나 임명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① 고용인이 250명 이상인 조직, ②

●

정보 컨트롤러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신분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기타의 정보가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침해되

1,000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조직, ③ 해당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저해할 요

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될 때에는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와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통지해

인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처리가 빈번한 조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DPO)를 국가 개인정보위원회

야 한다. 개인정보 컨트롤러 또는 개인정보위원회(NPC)는 이러한 침해의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NPC)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앞서 제시된 조건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아래 부문에 종사하는 조직은 반드시

줄 수 있는 실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를 통해 최소한 침해의 성격과 그와 관련된 민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DPO)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취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침해범위
를 확인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무결성 회복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

●

정부 기관

위 내에서만 지연될 수 있다.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

이동통신사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63) 정보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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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는 직접마케팅65), 자동처리정보66) 또는 프로파일링에 적용된다.

●

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학교 및 연수기관

●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

보험사 및 보험 중개사

원도용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포함된 경우, (2)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

직접 마케팅, 네트워킹에 관련된 개인 또는 리워드 카드나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특수한 상

●

리서치를 수행하는 제약 회사

황에서 통지지연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 시행규칙 초안이 모든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비닉

●

상기한 부문에 종사하는 정보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프로세서

67)

●

동 시행규칙은 침해사고 통지의 요구사항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1)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신

필리핀

BPO회사64)

14

●

정보와 관련된 침해사고 발생의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나, 실제 시행되고 있는 시행

규칙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개인정보’로 제한된 범주 내의 침해
사고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10173호 (Implementing Rules of the Republic Act No. 10173)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시행규칙은 개인정보 컨트롤러에게 정보보안사고 서면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개인
정보위원회(NPC)에 요약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통지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컨트롤러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는 개인정보보호법(DPA)의 실체적 구현을 위하여 2016년 8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시

의 과중한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평가받는다.

행규칙 10173호를 공포하였다. 동 시행규칙은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DPA)의 실무적인 적용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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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동 시행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DPA)의 관할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국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국
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활동을 예로 들면 국외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할하고, 필리핀 내에서 이루어진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은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DPA)을 적용한다고 명시함

Ⅱ. 행정체계

으로써 복수 개인정보보호 법률 적용기준 마련에 필요한 법적의무가 교차하는 시점을 확립하였다. 이는 특정 활동이
이루어진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규제법률 간의 잠재적인 관할권 상충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

1. 국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 National Privacy Commission)

또한 동 시행규칙은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의 임명과 관련한 사항,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활동기록에 관한 요구사항, (3) 물리적 보안조치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 (4) 침해

2012년 8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서명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IRR.)에 따라 2016년 8월 24일 국가 개인정

방지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내부운영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위원회(NPC, National Privacy Commission)가 출범되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사안을 규율한다. 동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과 지침을 이행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정된 국제표준의 준수

●

한편 동 시행규칙은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DPA)의 준수실패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다 실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

를 감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정보보호법(DPA)이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일률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동 시행규칙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특성, 정보 처리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 각 조직의 운영규모와 복잡성, 정보보호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 등

개인정보보호법(DPA) 제2장은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

잠재적이며 복잡한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시행방법과 시기에 대한 고려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에 따르면, 보호위원회(NPC)는 정보통신기술부 산하기관으로 위원장 1인과 정보처리시스템과 정책 및 기획업무를 각
각 담당하는 2인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1회 더 연임

●

또한 동 시행규칙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보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우하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충원하도록 명

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DPA)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로 평가된다.

시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선정되어야하며 차관 급으로 대우하고 있다.

65) “직접 마케팅”이란 수단에 관계없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마케팅 자료의 통신을 말한다.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3조)
64) BPO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의 약자로 회사 업무처리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아
웃소싱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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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는데,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동 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부, 필리핀우체국공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유

●

내린다.
●

[그림 2]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 구성도

모든 주체 또는 정부 기관·산하기관이 동 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만들거나 청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

필리핀

경험자로 한정하고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 처리가 국가안보와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지 및 임시·영구 금지명령을

14

의 과반수는 사회보장제도, 정부서비스보험제도, 육상운송국, 국세청, 필리핀건강보험공사, 선거위원회, 외교부, 법무

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보호위원장
●

보안 및 기술적 조치에 관하여 그 밖의 정부 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사무국장

공공정보 지원팀

●

필리핀 국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그 밖의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
과 공조를 한다.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모니터링팀
기준표준팀

법무·집행본부
법무팀

재무·관리본부
재무관리팀

클레임 조사팀

행정서비스팀

진행팀

인적자원 개발팀

정보보호정책본부

●

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 대한 지침을 주기적으로 발행한다.

●

색인이나 그 밖의 검색 도구를 포함하여 기관의 기록 및 공지시스템을 모은 편집본을 발행한다.

●

이 법 제 제8장 제25조부터 제29조에 명시된 기소와 처벌의 부과를 법무부에 권고한다.

●

개인정보 컨트롤러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약을 검토, 승인,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다. 다만, 해

정책개발팀
정책검토팀

특별히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부위원장과 이들을 대행하거나 이들의 지휘를 받는 자는 직무 과정에서 선의로 행한 행

당 개인정보보호 규약은 이 법에 구현된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보호 규약

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장하고 있다. 다만 그 업무의 내용이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조

에는 당사자인 개인정보 컨트롤러를 상대로 제기되는 고발에 대한 민간 분쟁 해결 기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하

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과 도덕, 공공정책,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부과

여 동 보호위원회(NPC)는 관련 규제기관과 해당 기관이 법률에 따라 주된 규제 권한이 있는 개인과 법인, 사업 활동,

하고 있다.

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된 표준을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약의 수립과 운영을 협의한다. 아울러, 동 보호
위원회(NPC)는 해당 개인정보보호규약을 검토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DPA) 제2장 제7조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의 주요기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 컨트롤러68)가 동 법의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고, 대체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하여 고발의 해결을 지원 또는 수행하거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의결하고 배상액을 판정하고, 고발의 처분 및 동위원회가 착수하는 조사의 해결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고발이나 조사 해결에 있어 (해당 당사자가 원
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위원회는 합의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동위원회는 고발 주제인

68) 동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컨트롤러를 “본인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보유·처리·사용·전송·공개를 타인이나 조직에 지시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보유·처리·사용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그러나 타인이나 조직의 지시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
는 개인이나 조직과 개인가정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처리 또는 사용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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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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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제8장 제26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령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한 접근행위는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

1. 통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령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한 접근행위는 3년에서 6년 이
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4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필리핀

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2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14

Ⅲ. 피해구제 체계

개인정보보호법(DPA) 제5장 제20항은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신분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기타
의 정보가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와 감독기구69)

●

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침해사고 발생 시에 취해야할 가장 시급한 조치사항으로써 ‘통지’와 보고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행위(제8장 제27조)
-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폐기한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 징역형과 최소 10만 페소 이상의 벌금형을 처분
-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한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

또한 같은 조항은 “침해의 영향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 또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년까지의 징역형과 최소 10만 페소 이상의 벌금형을 처분

하는 경우, 침해의 성격, 그와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대응을 위해 조직이 취한 조치들에 관한 내용을 통
●

과 양상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이외 목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제8장 제28조)
- 정보주체의 동의 외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최소 1년 6개월
에서 최장 5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1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한편, 같은 조항은 추가적으로 “통지는 침해범위를 확인 또는 추가적인 침해방지를 위한 경우나 정보통신시스템의 무

- 정보주체의 동의 외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목적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최소 2

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컨트롤러가 침해사고 통

년에서 최장 7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2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지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는
중대한 위반과 관련된 수사진행의 필요에 의해 침해사실 통지시점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무단 액세스 또는 의도적인 위반행위(제8장 제29조)
-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고의적이며 불법적인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 1년
에서 최장 3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2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2. 집행
●

개인정보보호법(DPA)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는 개인정보 컨트롤러나 조직의 개인정보보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침해사고를 은폐하는 행위(제8장 제30조)
- 동 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침해사고 보고 의무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누락에 의해 침해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최소

호법규의 준수여부 감독권과 함께 침해사고에 따른 조사, 조정, 민원처리, 보고에 관한 업무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동

1년 6개월에서 최장 5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 이상의 벌금형을 처분

법은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례발굴과 공표에 관한 권한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에 개인정보 처리중단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

보호법(DPA) 제8장은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제8장 제31조)
-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누설한 개인정보 컨트롤러, 개인정
보 프로세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장 5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100

●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의 위법한 처리행위(제8장 제25조)

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령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위법한 처리는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2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령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위법한 전송은 3년에서 6년 이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4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제8장 제32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컨트롤러, 개인정보 프로세서, 직원 또는 그 대리인
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장 5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만 페소에서 최대 1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컨트롤러, 개인정보 프로세서, 직원 또는 그

69)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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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지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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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의 위반행위 (제8장 제33조)

Ⅳ. Cases

14

- 동 법의 제8장 제25조에서 부터 32조에 명시된 규정이나 일련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소 3년에서 최장 6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100만 페소에서 최대 500만 페소의 벌금형을 처분

필리핀

한편, 개인정보보호법(DPA)은 위반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동 법 제8장 제34조는 위

1. Wefund Lending Corporation 외 3개 온라인 대출업체의 위반사례

반자가 법인, 파트너십 또는 법률전문가인 경우, 범행에 가담했거나 중과실로 인해 범행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게도
벌금을 처분한다. 또한 위반자가 법률전문가인 경우에 법원이 해당 자격에 따른 권리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가. 개요

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위반의 경우, 해당 외국인은 위반에 따른 처벌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가 없이도
추방을 허용하고 있다. 위반자가 공무원으로서 동 법 제27조70) 및 제28조71)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거나 거짓으로 증

필리핀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는 대출자의 개인정보 권리보호 차원에서 4개 온라인 대부업체 Wefund Lending

언한 경우, 동 법에서 규정한 처벌 외에 추가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직무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처

Corporation, Joywin Lending Investor Inc., Cash8 Lending Corporation, Populus Lending Corporation에 대

분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여 제기된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21년 8월 26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상기한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로 1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의

나. 조사결과 및 결정근거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행정법규에 규정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되는 경우,
부과된 형사 처분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부수적인 처벌도 시행하

조사를 담당한 개인정보위원회(NPC) 클레임조사팀(CID)은 해당 업체의 모바일 앱 JuanHand, Pesopop, CashJeep,

고 있다. 한편, 동 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

Lemon Loan을 통한 대출 신청프로세스와 소스코드를 조사한 끝에 대출업체들이 해당 앱을 통해 차용인의 모바일 장치에

록 허용하고 있다.

저장된 거의 모든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DPA)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클레임조사팀(CID)의 보고서는 해당 업체들은 대출신청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목적
을 대출과 관련한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위치, 사진, 미디어 파일, 이메일, 연락처뿐만 아니라 Facebook,
Instagram 및 Google+와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고 기만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일부 앱은 해당 정보에 접근가능기간도 ‘영구적’으로 설정하였다고 공개했
다. 특히 개인정보위원회(NPC)는 Wefund Lending Corporation의 모바일 앱 JuanHand는 차용인이 알지 못한 채
대출신청자의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일정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일정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대출신청자가 모르게 연락처에 있는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위원회(NPC)는 이러
한 수준의 개인정보 접근은 대출신청인이 자신의 모바일 장치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위원회(NPC)는 해당 온라인 대부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DPA) 및 대출업무
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원회(NPC)가 요구하는 투명성, 적법한 목적,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개인정보보
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결론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다. 집행내용
70)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행위
71)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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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동 법의 제8장 제25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 각각 가능한 최고수준의 처벌을 부과한다고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정보, 연락처를 요구하는 설문조사 웹사이트 Pilipinas2022.ph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초래했으므로 2021년 8월 26일 해당 업체들에게 차용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

또한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투명성, 수집목적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위원회(NPC)의 조치에 대해 해당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입장을 표명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해당 웹사이트는 온라인 정치조사 플랫폼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

또한 개인정보위원회(NPC)는 해당 4개 업체의 대출 앱을 금지하는 명령이 "심각한 개인정보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주체

가 사전 동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개인정보 컨트롤러로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개인정보 수

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집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로인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의 진정한 목적과 추가적

Commission)에 명령 사본을 전달하고 해당 4개 대출 앱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NPC)는 해

인 처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위법한 처리에 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당 앱의 추가적인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 Play스토어에도 해당 앱 삭제를 요청하였다.

없는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했다.

필리핀

지 않고 있으며, 2개 업체는 반박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본 명령에 대한 충분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4

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관련 없고, 불필요하며, 과도하게"’ 접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용인들이 괴로움과 수치심을

라. 시사점
다. 집행내용
있는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명령과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NPC)가 온라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는 개인정보보호법(DPA)의 여러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웹사이트 Pilipinas2022.ph

인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이미 2019

에 운영중단을 명령하고,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명령서 사본을

년 10월에도 개인정보위원회(NPC)는 채권회수를 위해서 연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26개 온라인 대

전달하고 해당 웹사이트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서(CID-CDO-21-003)를 발부했다.

출 앱에 대해 대대적인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NPC)는 Pilipinas2022.ph에 동 명령서 전달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
그럼에도 오늘 날까지도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한 처리가 계속되는 것은 개인정보 취급관행에 대한 적정성 고찰

된 의견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처리 일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필

과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는 Pilipinas2022.ph이 등록된 선거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이트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 개인정보위원회(NPC)는 동 명령서를 Pilipinas2022.ph 사이

따라서 동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의 구현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전반의 인식

트에 표기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했다고 공개하였다.

제고의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에 거시적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라. 시사점

2. 정치설문 웹사이트 Pilipinas2022.ph의 위반사례

본 Pilipinas2022.ph 사건은 선거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
로서, 언제든 개인의 정보가 위법행위의 손쉬운 타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 사고사례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가. 개요

따른 피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컨트롤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초래
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는 지속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사고의 발생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으나, 궁

필리핀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PC)는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설문조사 웹사이트 Pilipinas2022.ph가 개인정보 처

극적으로는 설문조사방법과 같은 제도와 기술 환경의 변화 속도에 비하여 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리에 관한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21년 7월 12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속도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할 시스템의 개발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동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디지털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와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주체의 인식제고 활

나. 조사결과 및 결정근거

동과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NPC)는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가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이름,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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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NPC)는 이상의 4개 업체 외에도 현재 다운로드가 가능한 200개 이상의 온라인 대출 앱을 조사하고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 제 체 계 현 황 조 사

15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조사

말레이시아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8
9

말레이시아는 최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안인 PDPA(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를 2010년에 제정
하여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2020년에는 PDPA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서비스

●

직접판매 및 다단계판매방지법(1993)과 관련 인허가 기관

●

법률, 감사, 회계, 공학, 건축 기업

●

통제공급법(1961)과 관련 도소매

●

민간고용기관법(1981)과 관련 민간고용기관

10

부동산

●

주택개발(통제 및 인허가)법(1996)과 관련 주택개발자

11

시설

●

전기 및 수자원

12

전당

●

전당포법(1972)과 관련 인허가 기관

13

대출

●

대츨법(1951)과 관련 인허가 기관

말레이시아

1. 개요

직접 판매

15

Ⅰ. 법률체계

정부의 통신멀티미디어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020년 2월 14일자 “공개 협의 문서 No. 01/2020 – 개인정보보
호법 2020 검토서(PC01/2020)”를 발행했다. 이후 2020년 PC01/2020에 명시된 22개 문제(개인정보 이동권, 개인

2. 말레이시아 법률체계

3.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
가. 개요

말레이시아는 1957년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 of Malaysia)을 제정하였으며, 이 연방헌법에서는 기본적인 권

2009년에 최초로 말레이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09)이 입안되고, 2010년에 개인

리(생명과 자유 권리, 평등 등), 연방과 주의 관계, 시민권 등에 대해 규정한다. 이 연방헌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

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PDPA) 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시행이 연기된 후, 201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상업적 성격을 갖는 상업거래(제품·서비스의 공급, 은행·

또한 말레이시아는 각 영역별로 해당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해당 기관들이 개인정보 관련 사용

보험, 재무, 투자, 계약 등)에 적용하며, 고용인-피고용인 관계, 인수합병 등 다양한 상업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통신 관련 통신멀티미디어부는 상업거래 부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

다. 말레이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적인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

행하고 있다.

인정보, 여가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통계작성, 연구, 문학, 예술, 언론 목적으로 처
리되는 개인정보는 부분적으로 작용된다.
[표 1] 부문별 법률과 개인정보 사용자(Data User)의 유형(Class)

순번
1

2

3

부문
방송통신

은행 및 금융기관

보험

법률과 관련 개인정보 사용자
통신 및 미디어법(1999)과 관련 인허가 기관

●

우편서비스법(2012)과 관련 인허가 기관

●

금융서비스법(2013)과 관련 투자은행

●

이슬람 금융서비스법(2013)과 관련 이슬람 은행

●

개발금융기관법(2002)와 관련 개발금융기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동 법에서 상업거래 관점에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제4조).

●

금융서비스법(2013)과 관련 보험기관

① 상업거래 목적의 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상업거래를 처리되는 정보

●

이슬람 금융서비스법(2013)과 관련 보험 관련 운영기관

② 위 ①에서 기술된 장비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처리할 의도를 갖고 기록된 정보

●

민간의료시설 및 서비스법(1998)과 관련 병원과 클리닉 기관

③ 상업거래 관련 파일 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관련 파일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할 의도로 기록된 정보

●

의약등록법(1951)과 관련 의약기관

4

의료

5

관광 및 숙박업

●

관광산업법(1992)과 관련 여행 기관

6

교통

●

항공사

●

사립고등교육기관법(1996)과 관련 사립고등교육기관

●

교육법(1996)과 관련 사립학교와 교육기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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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정의

●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에서 개인정보는 상업거래(commercial transaction) 관점에서

상업거래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 및 정보주체에 대한 의견 표현을 포함하여 해당 정보, 또는 해당 정보와 개인정보 사용
자가 소유한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주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를 의미하나, 2010
년 신용보고기관법에 따라 신용보고기관이 수행하는 신용보고 업무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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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정보책임자 지정, 정보주체의 동의 명확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와 의견을 2020년 12월까지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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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또는 상태, 그의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개인정보의 사용에 관해서는 정보소유자에게 사용됨을 알려야 하고, 관련 부분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해외 유

신념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출은 금지된다. 2013년 ‘개인정보 보호 명령(데이터 사용자 클래스)’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데이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또는 상태, 그의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사용자(컨트롤러)의 11개 범주가 열거되었으며, 2016년에 전당포와 대부업 두 분야가 추가되었다. 개인정보 사용 사

신념, 범죄 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이거나 장관이 관보에 게재된 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용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범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를 의미한다(제4조).
은행업과 금융업

●

보안업

●

정보통신업

●

공익시설사업

(1) 적용범위

●

보건업

PDPA는 상업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과 상업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통제하거나 처리를 승인하는

●

접객업 및 관광

자연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

교육

●

부동산과 개발업

위의 조건으로 PDPA는 아래의 경우에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연인에게 적용된다.

●

직접판매업

① 해당 자연인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그 자연인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말레이시아 거주 환경이나, 해당 시

●

법률/회계/경영컨설팅/엔지니어링/건축/고용중개기관/수송의 서비스업

●

소매 및 도매 판매업

●

전당포

●

대부업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다. 적용범위

설에서 고용되거나 관여한 사람이 그 자연인인지 타 자연인인지는 관련 없음)
② 개인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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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② 경우에 해당하는 자연인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
위의 목적에 대해 아래 각각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라. 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자연인의 말레이시아 내 거주 지역이 한 회계연도 기간에 180일 이상인 경우
② 회사법(1965)에 따라 설립된 기관

PDPA 제1장(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7대 원칙, 즉 ① 일반 원칙, ② 통지 및

③ 말레이시아의 성문법에 따라 형성된 파트너십 또는 기타 비법인 협회

선택 원칙, ③ 공개 원칙, ④ 보안 원칙, ⑤ 보존 원칙, ⑥ 개인정보 무결성 원칙, ⑧ 열람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④ 위의 경우에 속하지 않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활동 중인 사무실이나 지사 또는 기관, 또는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이 원칙은 최소한의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컨트롤러 등 해당 조직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
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 면제사항
PDPA는 상업거래 영역인 서비스, 투자, 교역, 은행, 보험 등의 사업 활동에 적용되지만, 연방 및 주정부에는 적용되

(1)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

지 않는다.

개인정보 사용자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

PDPA 제45조는 면제조항이 적용되는 분야를 규정한다. PDPA는 레저 목적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가정적인 사항만 관

② 제40조(민감정보 처리)에 따른 처리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민감정보를 처리

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PDPA는 제46조(추가적인 예외사항)에 따라 면제되는 분야와 대상
원칙과 조항을 규정해놓았다.

위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사용자는 아래의 행위를 위한 처리가 필
요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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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3) 사용자 등록

15

(2) 민감정보의 정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359

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②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체결의 조치를 수행

② 제3자 개인정보 사용자 유형에 제공할 목적

15

③ 계약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이외의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 준수
(4) 보안 원칙(Security Principle)

⑤ 사법 행정

개인정보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손실, 오용, 수정, 무단 또는 우발적인 열람, 공개, 변경

⑥ 법률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된 기능의 실행

또는 파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개
 인정보의 특성, 개인정보의 손실, 오용, 수정, 무단 또는 우발적 열람 또는 공개, 변경 또는 파괴로 인해 발생할 수

개인정보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있는 피해

① 개인정보 사용자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소 또는 위치

② 개인정보 처리가 해당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해당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장비에 통합된 보안 조치

③ 개인정보가 해당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경우

④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의 신뢰성, 정직성,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말레이시아

④ 정보주체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

⑤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개인정보 사용자는 서면 통지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사용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사용자는 손실, 오용, 수정, 무단 또는 우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사용자에 의해 또는 개인정보 사용자를 대신하여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해

발적인 열람 또는 공개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경 또는 파괴, 프로세서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는지 확

당 정보주체에게 설명을 제공함

인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거나 수집되어 추가적으로 처리될 목적

① 수행될 처리를 규율하는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보증 제공

③ 해당 개인정보의 출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② 위의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수행

④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의 또는 불
만사항이 있는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5) 보존 원칙

⑤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제3자 유형

어떤 목적으로든 처리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없다. 모든 개인정보가

⑥ 해당 개인정보에서 식별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인

처리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선택 및 수단

취하는 것은 개인정보 사용자의 의무이다.

⑦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적인지 또는 자발적인 것인지 여부
⑧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에 미치는 결과

(6) 개인정보 무결성 원칙
개인정보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적인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수집 목적을 고려하

개인정보 사용자는 위 사하에 대한 통지를 가능한 신속히 아래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여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시점에 제공
②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시점에 제공

(7) 열람 원칙

③ 기타의 경우,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

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기 이전에 제공

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 법에 따라 열람이나
정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통지는 자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개인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자국어 및 영어로 언어를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마. 개인정보처리 동의
(3) 공개 원칙
제39조(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PDPA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정의나 특징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나 정보주

① 개인정보 수집 시 갖고 있던 개인정보를 공개할 목적이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체의 권리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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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2) 통지 및 선택 원칙(Notice and Choi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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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처리를 방지할 수 권리 관련,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통지"라고 하는 서면 통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시 갖고 있던 개인정보를 공개할 목적이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이 아닌 다른

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특정 목적 또는 특정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또는 처

목적이나 제3자 개인정보 사용자 유형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8조). 개인정보 사

리를 중단할 것, 특정 목적 또는 특정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또는 처리를 시작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주

용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개인정보 사용자는 해당 정보에서 식별할 수

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42조).

동의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응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경우는 제외)를 규정한다(제32조1)를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개인정보 사용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 사용자가 모든 상

들 수 있다. 또한 규정 준수로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응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황에서 ① 국외 이전이 정보주체에 대한 불리한 활동에 대한 방지 또는 완화 조치이고, ② 해당 이전 대상 개인정보에 대

특히 타인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 타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자가 취한 모든 조치, 타인이 동의할 수 있

한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③ 이러한 동의를 얻는 것이 실행 가능했다면 정보주체는 동의했을 것

는지 여부, 타인의 명시적 동의 거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제32조 제2항).

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서 개인정보를 말레이시아 외부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다(제129조).

또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정보주체는 서면 통지를 통해 자신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 관련, 자연인은 개인정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개인정보 사용자가 보유한 개

할 수 있다(제38조),

인정보를 수집이나 공개하거나, 개인정보 사용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할 수 없다(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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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데이터 열람 요청을 응할 수 없는 경우(타인이 요청자에게 정보 공개에

개인정보의 공개의 수준 관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수집 당시 개인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목적 또는 해당 목적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자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보주체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와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그러한 공개 상황을 알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
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9조).
민감정보 처리 관련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많이 포함한다. 즉 개인정보 사용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제40조)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제공한 경우
② 고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하거나 수행할 목적
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③ 정보주체에 의해 또는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동의가 제공될 수 없거나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시,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④ 정보주체에 의한 또는 정보주체를 대리하는 동의가 부당하게 보류 시 다른 사람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⑤ 의료 전문가가 의료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거나 특정한 자연인이 의료 전문가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에서 동등한 기밀 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연인이 의료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⑥ 법적 절차의 목적을 위해 또는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⑦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⑧ 법적 권리를 설정, 행사 또는 방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⑨ 사법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⑩ 성문법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사람에게 부여된 기능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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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6조 제1항). 또한 공개 원칙에서 제39조(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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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사용자에 의해 또는 개인정보 사용자를 대신하여 처리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 사
용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제30조). 요청자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처리하는 또는 개인정보 사용자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 사본을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서면
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 사용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제31조). 그러나 개인정보

PDPA는 명시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사용자가 통지 및 선택 원칙(7조)에 따

사용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자에게 해당 기

라 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한다.

간 내에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할 수 없음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인정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말레이시아

'PDPA 4장(30~44조)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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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보주체의 권리

서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사용자가 명시된 21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개인정보 이용자는 서면 통지로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4일 이내에는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제32조).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추가적인 처리를 하는 목적

① 요청자가 정보주체로서의 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④ 해당 개인정보의 출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② 요청자의 정보 열람 요청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의 또는 불만사항

③ 열람을 제공하는 부담이나 비용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있는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④개
 인정보 사용자는 해당 정보에서 식별할 수 있는 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⑥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제3자의 유형

응할 수 없는 경우(타인이 요청자에게 정보 공개에 동의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는 것이

⑦ 해당 개인정보로부터 식별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

항상 합리적인 경우는 제외

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선택사항과 수단들

⑤ 타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⑧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인지 자발적인지 여부

⑥ 열람을 제공하면 법원 명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결과

⑦ 열람을 제공하면 기밀 상업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경우
⑧ 타 법률에서 해당 개인정보 열람을 규제하는 경우

개인정보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 가능한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에게 처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경우

규정 준수로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응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②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하는 경우

고려해야 한다(제32조).

③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① 타인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② 타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자가 취한 모든 조치
③ 타인이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사용자는 자국어 및 영어로 통지하고, 필요 시 자국어 및 영어로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

④ 타인의 명시적 동의 거부

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타 개인정보 사용자의 개인정보 통제로 인한 개인정보 열람 요청 거부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관련 금지 사항을 위반하
(2) 열람권

지 않고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사유로 이

PDPA의 제12조(열람 원칙), 제30조(개인정보 열람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연람 권한을 규정하고 제31~33조에서

용되지 않아야한다.

는 열람 권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통해 요청자에게 거부사실과 거부사유를 알리고, 타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타 개인정보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한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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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정권
는 정정할 권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④개
 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정정 요청의 주체가 요구한 정정사항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제12조).

타 개인정보 사용자의 개인정보 통제로 인한 개인정보 정정 요청 거부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관련 금지 사항을 위반하
지 않고 개인정보 정정에 요청을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거부하는 사유

정보주체가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제34조).

말레이시아

⑤ 타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정정 요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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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A의 제12조(열람 원칙)와 제34조(개인정보 정정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 권한을 규정하고, 제35~제37조

최신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로 이용되지 않아야한다(제36조).

①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사본을 제공했으며 요청자가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
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

통해 요청자에게 거부사실과 거부사유를 알리고, 타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타 개인정보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한다(제37조).

개인정보 사용자는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개인정보 사용자는 개인정보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

(4) 삭제권(잊힐 권리)

을 수행하고 정정된 개인정보 사본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며, 개인정보 정정 이전 12개월 동안 제3자에게 공개된 경

PDPA는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PDPA의 목적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정'에는 수정,

우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된 직접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제3자가 개인정보 사용을 중단했다고 개인정보 이용자

변경, 수정 또는 삭제가 포함된다(제4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34조(개인정보 정정권)의 규정을 따른다.

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정 사유 통지와 정정된 개인정보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행 가
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5조).

(5) 처리제한권
PDPA는 처리제한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지정된 기간 내에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개인정보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정 요청 기간
내에 정정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자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이

(6) 이동권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사용자는 규정된 21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14일 이내에 개인정보

PDPA는 이동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정정 요청을 전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7) 반대권
개인정보 사용자가 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PDPA는 반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제38조에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또한 제42조에

않은 경우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제36조).

서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처리를 방지할 수 권리를 제공하고, 제43조에서 직접 마케팅 목적의 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각각의 권리에 대해 아래의 (8), (9), (10)에서 설명한다.

PDPA는 개인정보 수정 요청과 관련된 수수료 부과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8)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정정 요청 형식 관련 요청자가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개인정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제

정보주체는 서면 통지를 통해 자신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38조). 개인정보 사

34조), 정정 요청에 대한 응답 형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용자는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38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아도, 관련하여 부여된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하위 항목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에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제36조).

사용자는 범죄에 해당되고, 유죄 판결 시 10만 링깃(ringgit) 이하의 벌금 및/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①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로서의 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②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도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③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정정 요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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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처리를 방지할 수 권리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통지"라고 하는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아래
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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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최신 정보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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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목적 또는 특정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또는 처리를 중단할 것

경우, 정보주체 통지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정보 사용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
시 20만 링깃(ringgit) 이하의 벌금 및/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①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그러한 목적 또는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 또는 고통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43조에서 "직접 마케팅"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광고 또는 마케팅 자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② 손해나 고통이 정당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위 사항 관련 정보주체가 명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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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 목적 또는 특정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또는 처리를 시작하지 말 것

사.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①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PDPA에서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사용자'는 단독으로,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계약에 의해 부과된 의무 외에 개인정보 사용자가 적용되는 법적 의무 준수, ㉣ 정보주체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

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를 통제하거나 승인하지만 프로세서는 포함하지 않는 자연인을 의미한다(제4조).

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PDPA에서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사용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자신의 목

③ 관보에 게재된 명령으로 장관이 정하는 기타 경우

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개인정보 사용자의 직원이 아닌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제4조).

개인정보 사용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내용을 서

(1)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의무

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PDPA 제44조는 개인정보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의무를 규정한다. 개인정보 사용자는 자신이 처리했거나

① 정보주체 통지를 준수했거나 준수할 의향

처리 중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신청, 통지, 요청 또는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반면 PDPA는 프

② 정보주체 통지를 정당화하지 않는 사유, 어느 정도 정당화하거나 준수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로세서에 적용 가능한 기록 유지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정보주체가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 통지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이 유지되는 방식과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PDPA는 개인정보 처리 기

불만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 통지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

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정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기록 요구 사항에 대한 특정 면제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항도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42조 제4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청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2) 개인정보 영향 평가

경우, 정보주체 통지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DPA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42조5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정보 사용자는 범죄에 해당되고 유죄 판결 시

(3) DPO(Data Protection Office) 지정

20만 링깃(ringgit) 이하의 벌금 및/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PDPA는 DPO 지정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PC01/2020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러한 임명과

(10) 직접 마케팅 목적의 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

관련된 지침을 도입해야 하는 의무를 PDPA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상황에서 합당한 기간이 끝날 때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직
접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43조).
정보주체가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 사용자가 통지사항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데 불만이 있는 경우, 정
보주체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정보주체 통지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청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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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처리가 ㉠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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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행

15

아. 개인정보 역외 이전(Transfer)

(1) 과징금과 형사처벌

개인정보 사용자는 관보에 게시된 통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한 정보

PDPA는 금전적 처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투옥을 포함한 처벌의 가능성도 제공한다. 또한 PDPA는 완화 요소에

주체의 개인정보를 말레이시아 외부의 장소로 이전할 수 없다.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유럽의 GDPR에 제공된 벌금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PDPA에 따라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

제129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해 PDPA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PDPA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법률이 해당 장소에

다(제49조).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PDPA에 따라 집행

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장소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PDPA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과 최소한 동일한 수

권한을 행사하도록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PDPA 제129조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준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경우에 장관은 말레이시아 이외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말레이시아 외부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다.

300,000 링깃(ringgit) 이하의 벌금 및/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제5조2). 제5조 제1항은 개인정보 사

① 정보주체가 이전에 동의한 경우

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 원칙, 즉 ① 일반 원칙, ② 통지 및 선택 원칙, ③ 공개 원칙, ④ 보안 원칙, ⑤ 보

②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사용자 간의 계약 이행을 위해 전송이 필요한 경우

존 원칙, ⑥ 개인정보 무결성 원칙, ⑧ 열람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③ 개인정보 사용자와 제3자 간의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르거나 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전송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사용자 유형에 속하고 제16조 제1항(a)에 따라 발급된 등록 인증서 없이

④ 국외 이전이 법적 절차의 목적 또는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법적 권리를 설정, 행사 또는 방어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유죄 판결 시 500,000 링깃(ringgit) 이하의 벌금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⑤ 개인정보 사용자는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 국외 이전이 정보주체에 대한 불리한 활동에 대한 방지 또는 완화 조치,

있다(제16조).

㉡ 해당 이전 대상 개인정보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러한 동의를 얻는 것이 실행 가
능했다면 정보주체는 동의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⑥ 개인정보 사용자는 모든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가 해당 위치기 말레이시아라면 PDPA를 위반하는 방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 후에도 개인정보를 계속 처리하는 개인정보 사용자는 유죄 판결 시 500,000 링깃
(ringgit) 이하의 벌금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제16조).

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성실을 다한 경우
⑦ 정보주체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송이 필요한 경우

제130조(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등)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 시 500,000 링깃(ringgit) 이하의 벌금 및/

⑧ 장관이 정하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129조 제1항에 명시된 장소에서 이 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이 법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법률이 더 이상 시

PDPA는 매출 비율의 형태로 금전적 처벌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PDPA는 완화 요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행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지를

다. 그러나 법인이 PDPA에 따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이사, 최고경영자, 최고운영책임자, 관리

취소하거나 수정하여 해당 장소가 제1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장관에

자, 비서실장 또는 기타 유사한 법인의 임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거나 법인의 업무관리에 대해 어

게 그러한 권고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사용자는 통지서에 장관이 지정한 시간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

떤 방식이나 범위에서 책임을 지거나 그러한 관리를 지원하는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권한과 모든

정보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에서 자신의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를 모두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제133조).
① 범죄가 그의 인지, 동의 또는 묵인 없이 저질러졌다는 것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는 개인정보 사용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 시 30만 링깃(ringgit) 이하의 벌금 및/또

②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

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129조에서 정보주체와 관련하여 부정적 활동은 정보주체의 권리, 혜택, 특권, 의무 또는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자신의 행위, 누락, 태만 또는 불이행에 대한 형벌 또는 과징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는 직

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원의 모든 행위, 태만, 태만 또는 불이행에 대해 동일한 형벌 또는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제133조).

370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371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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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 정보보호 규제체계 현황조사

현재 2021년 10월 기준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JPDP)에 게시된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 및 처벌 기

15.

법률 조항

1.

제5조(2) 개인정보보호 원칙

2.
3.

위반행위

과징금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RM 3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제16조(4) 등록증명서

16조(1)(a)에 따라 발급된 등록 증명서 없는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RM 5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제18조(4) 등록의 말소

등록 취소 후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RM 5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17.
18.

제131조(1)/(2)
방조 및 시도는 범죄로 처벌

141조(2) 기밀유지 의무
제143조(3)
규제 권한

RM 5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131조(1)에 따라 범죄를 방조하거나 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범죄에 대해 규정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부과된 구금 기간은 범죄에
대해 규정된 상한 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131조(2)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거나
그 범행을 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범죄에
대해 규정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부과된 구금 기간은 범죄에
대해 규정된 상한 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141조(1) (a) 및 (b)

RM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규제 권한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기타 보조 규정
또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RM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4.

제19조(2) 등록증 제출

등록증이 말소된 후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증이 말소된 후 등록증을
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29조 행동강령 위반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행행강령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RM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6.

제37조(4) 개인정보 정정
요구에 대한 거부 통지

제37조(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RM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4. 기타 관련법령

7.

제38조(4) 개인정보 처리 동
의 철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철회 통지를 받은 후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RM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말레이시아에 PDPA 이외의 개인정보보호와 직접적인 관련된 법령은 없다.

8.

제40조(3) 민감정보의 처리

법의 40조(1)항을 준수하지 않는 민감정보의
처리의 경우

RM 2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9.

제42조(6) 손해나 고통을 유
발할 수 있는 처리를 방지
할 권리

42조(5)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RM 2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10.

제43조(4) 직접 마케팅
목적의 처리를 방지할 권리

43조(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RM 2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11.

제108조(8) 집행 통지

집행통재 불이행

RM 2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제113조(7) 영장이 있는
수색 및 압수

합법적인 권한 없이 제113조(6)에 언급된 컴퓨터,
책, 계정, 전산자료 또는 기타 문서, 간판, 카드,
편지, 소책자, 전단지, 통지서, 장비, 도구에 대한
봉인을 훼손, 변조 또는 손상

RM 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13.

제120조 탐색의 장애물

누구든지 권한이 부여된 임원에 대한 열람 허용을 거
부, 권한 있는 공무원을 폭행, 방해, 방해 또는 지연,
범죄 또는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공무
원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RM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다

14.

제129조(5) 말레이시아 이외
의 장소로 개인정보 전송

129조(1)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 - 관보에
게시된 통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추천으
로 장관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말레이시아 외부의
장소로 개인정보 주제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RM 3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12.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서로 신뢰하고 함께 보호하는 개인정보

순번

16.

130조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2) https://www.pdp.gov.my/jpdpv2/assets/2019/09/SENARAI_KESALAHAN_DAN_HUKUMAN-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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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 및 처벌 기준

제130조(7)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등

15

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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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구(JPDP)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5

Ⅱ. 행정체계
1. 개요

부서

역할

등록운영본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사용자 및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의 등록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
하고 모니터링

감독본부

평가,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집행 임무
를 수행

기업커뮤니케이션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및 홍보 계획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국
(JPDP)의 프로그램 정책 및 활동을 홍보

Commissioner)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통신멀티미디어부는 직속의 개인정보보호기구73) (Jabatan

IT부

개인정보보호 부서의 직원에게 ICT 구현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

Perlindungan Data Peribadi, JPDP, 영어로는 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를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부

가. 일반
말레이시아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상업거래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규제한다.
말레이시아는 PDPA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장(Personal Data Protection

말레이시아

[표 3]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주요조직별 역할

개인정보보호부서의 관리 및 재정적 사항 관리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워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Advisory Committee)를 설립

나. 조직

다. 연락처

말레이시아의 통신멀티미디어부의 직속 조직인 개인정보보호기구(JPDP)는 2012년 2월 12일 공식 출범되었다. 이

(1)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JPDP)

후 개인정보보호법(PDPA)이 2013년 12월 15일에 발효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기능이 신설되었다. 2021

- 홈페이지: https://www.pdp.gov.my/jpdpv2/

년 10월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019년 1월 22일 임명된 마즈말렉 빈 모하마드(ENCIK MAZMALEK BIN

- 주소: Lot 4G9,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er, 62100

MOHAMAD)이며, 동시에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장이다. JPDO는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부위원장, 기업통신부, 등록
운영본부, 감독본부, IT부, 관리부로 구성되며, 등록운영본부는 등록부와 개인정보 사용자 사무부, 전력연구평가부로
구성되고, 감독본부는 위험평가부, 검사부, 감독1부, 감독2부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 협의부

-연락처: Tel: 03-8000 8000 | Faks: 03-8911 7959 | Emel: webmaster[at]pdp.gov.my

74)

(2)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그림 1]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JPDP) 조직구성
등록운영본부

Putrajaya, Malaysia

개인정보
사용자 사무부

- 엔시크 마즈말렉 빈 모하마드(ENCIK MAZMALEK BIN MOHAMAD)
03-8911 7901, 03-8911 7959, mazmalek@pdp.gov.my

전략연구평가부

(3) 개인정보보호 부위원장

부위원장
감독본부

위험평가부

검사부

감독1부

감독2부

- 엔시크 압둘 라히미 빈 아흐마드 샴수일(ENCIK ABDUL RAHIMI BIN AHMAD SHAMSUIL)
03-8911 7928, 03-8911 7959, rahimi@pdp.gov.my

개인정보보호위원장
IT부
기업커뮤니케이션부
관리부

73) Jabatan Perlindungan Data Peribadi(JPDP)
74) https://www.pdp.gov.my/jpdpv2/mengenai-kami/profil/carta-organis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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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관이 수시로 지정하는 기타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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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및 권한

당, 소멸, 이전, 처분, 또는 그러한 재산이나 그에게 귀속된 모든 이권을 처리
⑦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기능 수행에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일 수 있는 모든 일 수행

1) 임명

4) 임기

통신미디어부 장관은 PDPA에 의거한 기능과 권한을 수행할 목적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조기 사임하거나 직위를 비우거나 임명이 조기 취소되지 않는 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

으로 임명하고 관보에 게재하며, 임명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영구 승계 및 공동 인장이 있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며,

안 재직하며 재임명될 수 있다(제53조)

말레이시아

(1) 개인정보보호위원장(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자신의 법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47조). 2021년 10월 기준, JPDA의 부서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고 있다.

5) 부위원장과 위원 임명

2) 역할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에 필요한 만큼의 공무원을 개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제48조).

보보호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된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기간 동안 재직하고, 해당 보수, 수당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및 기타 모든 관련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조언

또는 혜택을 받으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의 결정할 수 있는 근무기간과 조건에 따라야 하며, 위원장의 감독, 지

② 개인정보보호 운영 정책 및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하고 집행

시 및 통제를 받는다(제50조).

③ 개인정보 사용자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을 위해 실행 강령을 준비하고 구성원에게 실
행 강령을 배포하도록 장려하고 촉진

(2)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④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정부 기관과 협력

1) 설립

⑤ 제129조(레지스터)에 따라 외국에 이 법에 따라 제공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이 법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제70조).

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
⑥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기술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의 발
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유도

2) 역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 이 법의 적법한 관리와 집행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

⑦ 누구에게나 회람, 집행 통지 또는 기타 문서의 발행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감독

원장에게 조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에 회부한 문제에 대해 조언한다(제71조). 개인정

⑧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대중에 대한 인식과 보급을 촉진

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없다.

⑨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상호이익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 모든 장소에서 유사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수
행하는 사람과 연락하고 협력

3) 구성

⑩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통신멀티미디어 장관이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여 말레이시아를 대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장관이 임명하는 의장, 공공 부문의 3인, 그리고 7인 이상 11인 이하의 다른 위원으로 구

⑪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이나 통신멀티미디어 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일치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성한다(제72조).

필요하고 유리하며 적절한 활동을 수행
4) 임기
3) 권한

임명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은 조기 사임하거나 직위를 비우거나 임명이 조기 취소되지 않는 한 장관이 임명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에 결정하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며 재임명될 수 있으며, 단, 연속 2회 이상 재임할 수 없다(제73조).

권한을 보유하며, 일반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제49조).
① 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수수료 수납

(3)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

②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리인, 전문가, 컨설턴트 또는 기타 사람을 임명

1) 설립 및 운영

③ 직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만족

④ 계약 체결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단체에 대해 서명으로 통지하여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

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기능 수행을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확보, 구매, 취득, 보유 등을 수행하고, 양도, 청구, 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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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단체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수행할 수 있음
③ 해당 단체가 성문으로 된 정관이 있음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1.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전에 위의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으로 지정된 기존 단체가 더 이상 이 법의 목적
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으며, 커미셔너가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으로 지정된 기존 단체

PDPA에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말레이시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2018

가 이 법의 목적상 더 이상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포럼 지정을 철회하고 등록부에 지정 등

년에는 유럽연합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보고 요구사항을 모델로 말레이시아의 법률

록을 취소해야 한다.

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또한 2019년에는 따르면 말레이시아 개인정

말레이시아

해당 단체는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의 등록부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하기 전에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이 되기로

보감독기구 부국장도 개인정보 침해 통지를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P01/2020에서 피드백이 필요한 문
2) 역할

제 중 하나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포함했다. 고려할 사항으로는 필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모든 개인정보 사용자가 개

개인정보 사용자 포럼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75)

인정보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의 영향,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신고에 대한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포함된다.76)
또한 PDPA에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
상 청구에 대한 조항도 없다. 다만 PDPA에서는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만사항에 대한 조항은 규정하고 있다.

정, 개발, 검토
② 포럼의 관할권 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포럼의 목적과 목적 전체 또는 일부에 적절하거나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는 통계를 수집, 준비 및 배포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통지

③ 불만, 분쟁 및 불만을 위한 채널을 제공
④ 해결을 위해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한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안 절차 제안

현재 PDPA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통지해야 하는 명시적 요구사항은 없다. 2018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⑤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서 고객에 대한 보상 절차 또는 기타 수단 및 조치를 제안

(JPDA)는 개인정보 사용자 및 관련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고지

⑥ 기존 기능에 따라 운영 및 운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립

구현(The Implementation of Data Breach Notification)이라는 제목의 공개 협의문서를 발행했다. 이 문서에 따르
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발급한 등록 증명서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지 요건이 2018년
말까지 구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협의문서는 협의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 시행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협의문서
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 아래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①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세부 정보, 즉 위반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유형 및 양
② 억제 또는 통제 조치 즉,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 또는 취해야 할 조치
③ 통지, 즉 누가 위반에 대해 통지를 받았으며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에게 어떤 조언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사항
④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지침, 즉 위반 전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

3. 불만사항 처리
가. 불만사항
개인 또는 관련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행위, 관행 또는 요청에 대해 아래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제

75) https://www.pdp.gov.my/jpdpv2/mengenai-kami/maklumat-organisasi/forum-penggun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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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https://www.dlapiperdataprotection.com/index.html?t=breach-notification&c=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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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에 따라 때때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강령을 작성, 개발 및 준비하고, 강령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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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만사항

③ 민원인을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경우

② 불만 사항에 명시된 개인정보 사용자가 수행이나 관여했거나, 수행 중이거나 관여 중인 사항

④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해당 개인정보 사용자가 불만을 접수한 날짜 직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정보 사용자가

③ 개인이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④ 실행 규범을 포함하여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

⑤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거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제106조에 따라 불만에 의해 시작된 조사를 수행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가능하

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조사

말레이시아

② 불만이 익명으로 제기된 경우

15

104조).

면 신속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사실과 거절사유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조사 절차는 제105조에서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
장은 불만을 접수한 경우, 불만사항에 명시된 행위, 관행 또는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소인이 관련인인 경우, 관련 정보주체가 통지에 명시된 거절에 대해 항소 재판소에 항소할

해 관련 개인정보 사용자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명시된 불만사항이 개인정보 사용자

수 있다.

에 의해 행해졌거나 관여되었거나 행해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의 현장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라. 불만 철회 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조사 지속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에 의해 시작

●

개인정보 수집 양식 및 개인 정보 보호 고지여부

된 조사를 수행하거나 계속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불만이 철회되지 않은 것처럼 불만사항과 불만 제기자에게 이

●

조직 내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등 운영절차

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제107조).

●

조직 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

●

PDPA의 7가지 데이터 보호 원칙 준수여부

마. 집행 통지
다. 불만으로 개시된 조사에 대한 제한

PDPA 제108조는 불만사항 관련 집행 통지 관해 규정한다. 불만사항에 명시된 행위, 관행 또는 요청에 대한 조사가 완
료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관련 개인정보 사용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개인정보 사용자에 대한 집

PDPA 제106조는 불만으로 개시된 조사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

행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려하여 아래의 경우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 수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을 위반

① 유사한 성격, 이전에 조사를 시작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반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불만 사항에 명시된 행위, 관행 또는 요청이 사소한 경우
③ 불만 사항이 경솔하거나 선의로 제기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사용자에 대한 집행 통지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다른 이유로 불필요한 경우

① 집행 통지 의견
② 의견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과 의견의 사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불만에 대한 조사
의 수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① 불만 제기자, 또는 정보주체와 관련된 관련인인 경우 정보주체 또는 관련자가 불만 사항에 명시된 행위, 관행 또는

③관
 련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통지서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집행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을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
④ 필요 시 관련 개인정보 사용자가 위반 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중단하도록 지시

요청에 대해 불만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2년 이상 전에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단,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해당 사
건의 모든 상황에서 조사를 수행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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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행위, 관행 또는 요청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사용자와 관련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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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실)은 정보주체로부터 총 1,938건의 불만을 접수하였다. 매년 증가하
매체 광고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실)이 제작한 자료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

보 사용자가 위반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의 중요성을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실)은 기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개인정보보호
와 관련된 정보의 배포가 용이해지고 접수된 불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집행 통지에 명시된 단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간은 항소 제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료되지 않으며, 항소가 이
루지면 항소의 결정 또는 철회가 있을 때까지 그러한 단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2019년에는 총 1,938건의 민원 중 742건(38.2%)이 접수되었다. SPDP를 통해 기록된 모든 불만 사항은 조사관이 불

말레이시아

집행 통지와 관련된 위반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 통지에 명시된 단계는 승인된 행동강령을 참조하고, 개인정

15

는 불만 접수 통계는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인쇄 및 디지털

만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실)의 직원이 심사한다. 이 심사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 통지서에 자신의 의견 사유와 집행 통

관할권 내에서 접수된 불만사항을 식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의 관할권 밖의 불만사항

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면 긴급한 사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의 경우 불만사항을 즉시 통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불만사항은 다른 관련 부서/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집행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 시 벌금 또는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4. 개인정보 민원 접수 및 신규 사업 통계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 마케팅 목적을 위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민원으로 73건의 불만
사항이 발생했다. 2019년 접수된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워원장(실)은 개인정보보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사용자가 우려하는 정보주체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표 4] 2019년의 불만유형별 건수

위해 여러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제공했다.
순번

불만유형

건수

당시 제공되었던 서비스 전달 플랫폼으로는 민원 양식, 방문 접수, 이메일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1

제5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405

이 도입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따라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인정보보호시스템

2

제43조: 직접 마케팅 목적의 처리를 방지할 권리

73

(SPDP) 구축을 시작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불만 접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정보주체가 불만 조사의 진행 상황

3

제130조: 개인정보 등의 불법 수집

60

을 볼 수 있는 보다 투명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SPDP)을 통해 접수된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4

제130조: 개인정보 등의 불법 수집

3

5

제130조: 개인정보 등의 불법 수집

2

6

제39조: 개인정보 공개 제한

2

7

제16조: 등록 증명서

1

8

제40조: 민감정보의 처리

1

9

제40조: 민감정보의 처리

1

10

관할권 밖

데 "단일승인창구" 접근방식을 사용했다.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실)이 접수하는 이용자의 불만 접수 건수가 증가하
고 있으며, 2019년에는 742건이 접수되었다.

[그림 2] 2019년 불만접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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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장(실)이 접수한 민원의 성격은 개인정보보호 7원칙 위반으로 총 405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되어 가장

196

합계

752

방송통신 개인정보 사용자 유형이 2019년에 가장 많은 불만 수(148건)를 기록했으며, 반면 대출 개인정보 사용자 유
형은 1건의 불만사항을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실)은 향후 반복되는 불만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자 그룹이 구현할 수 있는 개선 영역을 식
별하는 데에 있어서 높은 불만을 기록한 개인정보 사용자 그룹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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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9년 개인정보 사용자 유형별 불만 건수

말레이시아

1. 무슬림 프로(Muslim Pro)77)
가. 개요
온라인 미디어는 2011년 1월 vice.com은 무슬림 프로(Muslim Pro) 응용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판매 혐의
가 있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JPDP)은 2020년 11월 17일(화요일)에 이메일을 통해 Muslim Pro 애플
리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에게 즉각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Muslim Pro는 2020년 11월 20일 해명을 통
해 대테러 목적으로 미군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Muslim Pro는 이전에 X-Mode에 제공
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며 Muslim Pro는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

5. 시행 처리

용자이며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제공된 설명에 주목하고 Muslim Pro가 항상 이
용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항상 유지하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모든 개
인정보 사용자는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의 7개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JPDP)는 2017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 사용자에 대한 집행 조
치를 시작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사용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16조 제4항의 위반으로 총 2건
의 시행 조치가 취해졌으며 취해진 시행 조치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Vice.com 보도내용

① Seremban 세션 법원에서 서비스 유형(법률)의 개인정보 사용자 1명에 대해 총 RM4,00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② 의료 유형의 1명의 개인정보 사용자에 대한 총 RM 10,000이 부과되었다.

무슬림들이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앱인 Salaat First(Prayer Times)에서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위치
정보를 기록하여 개인정보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있었고, 개인정보 브로커는 위치 개인정보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개인정보 사용자는 RM 500,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

예배 장소 방문을 포함하여 무슬림의 하루 일과를 추적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

보호위원장(실)은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9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했다.

들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안드로이드(Android)에서 천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된 Salaat First에 대한 뉴스는 종교 앱을 사용하여 위치 개인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위치 개인정보 산업에서 쉽게 거래되며, 무슬림 중심 앱의 이용자는 사전 동
의 없이 추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도 별도의 앱인 Muslim Pro가 계약자를 통해 미군에 제품을 판매하는 X-Mode
Social이라는 회사에 이용자의 위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방법을 보고 했다. 무슬림 프로에 대한 기사 이후, 애플과
구글은 각각의 앱스토어에서 X-Mode를 금지시켰고 , 위치 기반 회사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는 이전
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앱을 사용한 개인정보 전송을 기반으로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자체에는 앱 사용자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 전화 모델, 운영 체제, IP 주소 및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사용자의 고유 한 광고 ID도 포함되어 있다. Salaat First의 개발자인 Hicham Boushaba는 자신의

77) https://www.vice.com/en/article/xgz4n3/muslim-app-location-data-salaat-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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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Muslim Pro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72%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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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사용자의 위치 개인정보를 Predicio로 보냈음을 확인했다. 그는 2020년 3월 회사가 그에게 접근한 후 Pred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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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이 경우 위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코드 번들)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2020년 8월의 정책 버전에 따르면 웹사이트에 있는 Salaat First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Predicio가 언급되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처음 Salaat First를 다운로드하고 열 때 앱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표시하지 않는다. 앱 자체에
는 Google의 Play 스토어 정책을 위반하는 다른 곳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사본이나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ShopBack78)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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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ShopBack Cashback SDN(이하 "ShopBack")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개인정보보
호감독기구(JPDP)는 ShopBack 고객의 이름,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2020년 9월 17일) 발견 후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2020년 9월). 개
인정보보호감독기구(JPDP)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말레이시아의 모든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법률에 따
라 규정된 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안을 항상 완전히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나. ShopBack 조치내용
ShopBack은 조사 및 취해야 할 추가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질문 및 답변(Q&A)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등록된 이
메일 주소를 통해 고객에게 연락하기 시작할 것임을 알렸다. 개인정보보호국에게 ShopBack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취한 완화 조치에 대해 통보했다.
ShopBack은 또한 취해진 모든 완화 조치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확신했다. 동시에 부서는 관련된 말레이시아인의 실제 개인정보 규모를 포함하여 ShopBack으로부터 추가 피드
백을 얻을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JPDP)와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78) https://www.pdp.gov.my/jpdpv2/assets/2020/09/27092020-SIARAN-MEDIA-JPDP-INSIDEN-KETIRISAN-DATAPERIBADI-YANG-MELIBATKAN-PELANGGAN-SHOPBACK-CASHBACK-SDN.-BHD.-%E2%80%9CSHOPBACK%E2%80%9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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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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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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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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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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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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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