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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1. 개요

▶ 글로벌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 국가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처리, 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규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마다의 법규제 개발 양상을 고려한 클라우드상의 개인정보보호
보호 규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
▶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의 주요 생애주기 단계별로 주목할 만한 규제 사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 개인정보 분야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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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주요 규제 사례 현황
(1) 개인정보 수집
▶ (GDPR) GDPR 하에서의 동의(제7조)는 데이터 수집·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이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승인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GDPR에서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까다로운 규정1)
•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GDPR 하에서는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 현재 동의 조건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한(clear and concise) 용어로 동의 요청을
진술해야 함
< GDPR 동의 예시: Dropbox >
Ÿ

이름과 성, 이메일 주소, 금융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뒤 '드롭박스 업무협약 및
약관에 동의합니다'라고 적힌 작은박스를 클릭

Ÿ

이용자에게 박스 체크를 묻는 이 단계의 경우, GDPR 하에서는 이용자가 박스에 체크하도록
하는 행위가 좋은 동의의 예로 간주될 수 있음

Ÿ

평가판을 시작하거나 계정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건으로서 이용자는 박스를 체크함
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임

Ÿ

이때 기업은 확인란에 미리 체크 표시를 해 두지 말아야 하며, 이용자가 직접 체크 표시를
선택하여 자신의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해야 함

[Dropbox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 화면]

1) Privacy Policies, GDPR Compliance For SaaS Platform Owners,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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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이용
▶ (미국 연방법전) 미국은 연방법전을 통해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과 통신서비스 제공사의
영장 신청에 대한 이의 청구 근거를 마련
• (클라우드상의 개인정보 역외 적용) 전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또는 원격컴퓨팅서비스(remote computing service) 제공사는 자사가 보유, 보관 혹은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및 가입자 등의 통신, 기록 등의 정보를 국내외 상관없이 보존, 복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U.S.C §2713)
• (통신서비스 제공사 영장 신청 이의 청구) 통신서비스 제공사(communication-service
providers)가 통신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를 받을 시, 다음의 경우에 따라 법원을 상대로
14일 이내에 영장의 변경(modify) 또는 파기(quash)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또는 가입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 그러한 공개가 ‘자격 있는 외국 정부(qualifying foreign government)’의 법률을 위반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
▶ (미국 CLOUD 법) 미국은 ’18.3월 자국 IT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법을 제정2)
• 클라우드법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이에 따라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저장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

(3) 개인정보 제공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해당 여부, 제3자 제공/위탁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3)
• (개인정보 제공 해당 여부)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는 서버로 개인정보 데이터 이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요(제2조제7항,

제23조제1항)
- 여기서 제공이라 함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저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사용자가 저장한 개인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한편, 보존 데이터의 경우, 이용약관 등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를 취급하지 않고
적절하게 접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Cass Information Systems, How Will CCPA Affect the Cloud?, 2020.2.18
3) IT Bengosi, クラウドサービスに個人情報に預ける場合には「個人情報保護法」に注意が必要【2022年5月加筆】,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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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위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관리하는 서버로의 데이터 이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16조제1항)
- 개인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 함
-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 제공은 위탁업체에 대한
제공(즉, 본인 동의가 필요 없음)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클라우드 계약상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이전된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사업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나 클라우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클라우드 사업자 관리
하에 남겨지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자는 위탁처가 아닌, 즉,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으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석될 수도 있음

(4) 개인정보 처리
▶ (아일랜드 클라우드 제공사 가이던스)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PC)는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에 수반되는 위기 및 이를 완화, 해소하기 위해 컨트롤러와 클라우드
제공사를 대상으로 한 권고 조치를 중심으로 가이던스4)를 제시
• (컨트롤러의 통제권) 가이던스는 데이터 컨트롤러가 “클라우드 제공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 GDPR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데이터 컨트롤러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
- 개인 데이터의 보안 보장
-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 보장
- 개인 데이터의 소재 파악의 확실성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 서면 계약을 체결
• (컨트롤러의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DPC는
컨트롤러나 클라우드 제공사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실시할 것을 요구
- 지시 사항에 따라서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것
- 저장된 개인 데이터에 대해 사고, 불법 또는 다른 형태로 발생될 수 있는 손실, 파괴,
수정, 무단 공개, 접근성과 관련된 위기를 고려할 것

4) The Irish Data Protection Authority, Guidance for Organisations Engaging Cloud Service Providers,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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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제공사의 의무) DPC는 컨트롤러가 다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 가명화 및 암호화
- 개인 데이터를 CSP의 다른 고객 데이터로부터 격리 또는 분리
- 지속적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복원력 보장
- 물리적 또는 기술적 사고 발생 시 가용성 및 접근성의 복원
- 조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시험, 평가 및 평가
- 데이터 유출 시 절차
- 계약 종료 시 모든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반환하는 프로세스
• (컨트롤러의 안전 보장 조치) 컨트롤러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의 계약 및 업무 진행
과정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 정보보안 감사 질문서나 승인된 행동/인증 메커니즘 규약을
포함한 상세 기술 분석서를 요청
- 필요 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현장 검사, 보안 정책 구현 또는 개인 데이터
처리 운영/기술 사용 실태 감사 수행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5))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은 주요기반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 평가 의무를 강조
• 주요기반시설6) 운영사는 중국 국내에서 수집해 확보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에 대해
중국 국내 보존 의무와 함께 해외 이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 네트워크 정보부서가
실시하는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함
- 한편, 네트워크안전법의 하위 법인 ‘데이터 역외이전안전평가판법’에서는 1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주요기반시설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

(5) 개인정보 관리
▶ (GDPR) GDPR 하에서는 접근 권한, 삭제 권리, 침해 공지, 프라이버시 설계 내재화 등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7)
• (접근 권한) GDPR은 소비자에게 데이터 컨트롤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쉽고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제15조)
5)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2017.6
6) 네트워크안전법의 하위 규범인 ‘주요기반시설(CII) 안전보호조례’에 따르면, 주요 산업 분야의 파괴나 상실 또는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 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와 함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공공통신 및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행정서비스, 국방과학기술산업 핵심 네트워크 시설, 정보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함
7) Privacy Policies, GDPR Compliance For SaaS Platform Owners,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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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 요청이 있을 경우, 기업은 1개월 이내에
이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

< GDPR 개인정보 접근 권한 예시: LinkedIn >
Ÿ

LinkedIn은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통제할 권리"라는 제목의 절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삭제/변경/제한/접근 등의 다양한 권리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 정보
요청을 위해 기업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

[LinkedIn의 개인정보 접근 및 통제 권리 보장 화면]

• (삭제 권리) 데이터 삭제 또는 잊힐 권리라고도 명명되는 이 권리는 고객이 기존에
기업에서 수집한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제17조)
- 이 요청이 제기되면, 모든 써드파티 서비스까지도 해당 고객의 개인 데이터
처리를 중단해야 함
-

데이터가

더

이상

관련성이

없거나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삭제

대상으로서의 조건이 있기는 하나, 삭제 권리의 명시적 보장을 통해 기업은
고객과 웹 사이트 방문자에게 보다 큰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음
• (침해 공지) 기업은 데이터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고지하고, 고객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
내에 고지해야 함(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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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사항은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데이터 프로세서가 파악하여 기업 내의
데이터 컨트롤러에 보고해야 함
- 모든 침해 사고는 발생 경과 추적을 위해 내부 레지스터에 항상 기록되어야 함
• (프라이버시 설계 내재화) 최근 수년간 다양한 산업에서 보안 설계 내재화(Security by
Design)가 보편적으로 확산된 것과 같이 GDPR에서도 프라이버시 설계 내재화가
중요하게 요구(제25조)
- GDPR의 프라이버시 설계 내재화 개념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기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물론, 이로 인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는 없으나, 데이터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각 단계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파악해야 함
▶ (ENISA 클라우드 인증제도) EU사이버보안청(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ENISA)은 ’22년 2분기 집행위 보고를 목표로 유럽 클라우드 서비스용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개발 중8)
• 동 인증제도 가이드 문서 초안에는 보장 수준, 자가 평가, 모니터링 준수 사항, 인증제도
관리, 기록물 보유 등 인증 평가를 위한 사항에서부터 인증제도 관리에 이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 인증제도에 따라, 정부와 주요기반시설과 관련된 민감한 산업 분야 기업들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공급사들에 대한 보안 검증을 수단을
확보해야 함
- 특히 ENISA는 EU 회원국 간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적용 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27개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발에 주안을 두고 있음
• ENISA는 ‘20.12월부터 ’21.2월까지 초안 문서에 대한 공공 자문을 실시했으며, 현재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황
▶ (CCPA)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9)은 투명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통제권, 책임성,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권, 삭제권, 판매거부권 등 다양한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10)

8) ENISA, EUCS, a candidate cybersecurity certification scheme for cloud services, 2020.12
9) ‘20.1월에 발효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으로 미국 주 법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초로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타 주 대비 강력한 소비자 보호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나 경제 면에서 미국 최대 규모를 갖고 있으며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10) Cass Information Systems, How Will CCPA Affect the Cloud?,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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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책임) CCPA는 클라우드 상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될 시 상당히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1798.150.)
- 조직이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 준수에 실패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개인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CCPA는 소비자 사고 건별 한
사람당 100~750달러에 이르는 강력한 금융 제제를 부과
- 일단 위반 사실이 통지되면, 기업들은 30일 이내에 CCP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통지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당 최대
7,500달러의 추가적 벌금이 부과
- 한편, CCPA는 GDPR과 달리 조직에 대해 보안 침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가 공식적인 불만 접수를 실시해야 법률적 절차가 진행(1798.199.45)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업무에 필요한 것에 한정하며, 이 경우 네트워크 정보부서의 안전평가나 전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제38조)
•

해외의 조직, 개인이 중국 공민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이익을 위협하는 개인정보처리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 네트워크 정보부서는
이러한 조직, 개인을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리스트에 올려 해당 조직,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제42조)

• 또한,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라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에서도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제43조)

- 8 -

2022년 4월호(1)

3. 결론 및 시사점
▶ (수집) 클라우드의 초국경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저장과 이용이 상이한 장소에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
• GDPR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동의 요청이 명확성과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절차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저장 국가와 이용 국가 간의 규제 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이용)

본

고에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

사례로

미국의

연방법전과

CLOUD법을 소개
• 전자의 경우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통신서비스 제공사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음
• 한편, CLOUD법은 사법 집행 기관들이 서로의 국가에서 보유한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에
상호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처리) 아일랜드 클라우드 제공사 가이던스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컨트롤러에 대한 안전성 보장 요구 조건과 컨트롤러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관리 조치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 보장성을 강화
▶ (관리/이용) GDPR은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삭제 권리, 침해 공지,
프라이버시 설계 내재화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제시
• 최근에는 EU사이버보안청(ENISA)이 주도가 된 클라우드 인증제도 역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혼재하는 유럽 내 단일 규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발 추이
관찰이 필요

Reference
1. Arthur Cox, GDPR and the Cloud – Helpful DPC Guidance for Organisations, 2019.12.18
2. Cass Information Systems, How Will CCPA Affect the Cloud?, 2020.2.18.
3. ENISA, EUCS, a candidate cybersecurity certification scheme for cloud services, 2020.12
4. IT Bengosi, クラウドサービスに個人情報に預ける場合には「個人情報保護法」に注意が必要【2022年5月加筆】, 2020.8.27.
5. Privay Policies, GDPR Compliance For SaaS Platform Owners, 2022.5.13.
6. The Irish Data Protection Authority, Guidance for Organisations Engaging Cloud Service
Providers,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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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약화 논란에 직면한 EU 법안들

[ 목 차 ]

1. 개요

2. 논란의 EU 법안들
(1) 디지털시장법안
(2) 아동성착취물차단법안
(3) Europol 개인정보 처리 권한 확대 법안

3. 향후 전망

1. 개요

▶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 측면에서 세계 선두를 자처하고 있으나 근래
EU 집행위가 발의한 개인정보 관련 법안 일부는 GDPR과 일견 상충되는 의무사항을
담고 있어 논란을 초래
• 예를 들어, 디지털시장법안에 규정된 메신저간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는 기술적
특성과 보안 수준이 서로 다른 플랫폼들을 강제로 이어붙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메신저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전체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아동성착취물차단법안은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성착취물

단속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상시 검열을 초래할 수 있고,
Europol 개인정보 처리 권한 확대 법안은 범죄성향 예측 AI 등 부적절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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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란의 EU 법안들

2-1. 디지털시장법안
▶ 조만간 법제화될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DMA)은 게이트키퍼(gatekeeper)
조건을 충족하는 메이저급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공정경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그 중에는 데이터 보안 수준/방식이 서로 다른 이종 메신저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의무도 포함돼 있음
<법안 주요 내용>
• 게이트키퍼란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11)를 제공하면서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지칭
- ➀ (EU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 규모) 직전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EU 역내 연매출이
75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직전 회계연도 평균 시가총액 또는 기업가치가 750억 유로
이상이고 최소 3개 회원국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➁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요 관문을 통제) 직전 회계연도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EU 내 월간 실질 이용자 수(MAU)가 4,500만 명을 초과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이용자 수가 1만 명을 초과
- ③ (확고한 시장 지위) 직전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상기 두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함
•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직전 회계연도
연매출의 10%(반복적인 규정 위반 시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표1_ DMA 주요 의무사항
구분

내용

메신저 상호운용성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메신저에 자사 메신저
플랫폼을 개방하여 이종 메신저끼리도 채팅, 파일전송, 영상회의 등이
가능하게끔 지원해야 함
- 게이트키퍼 사업자로 지정되는 즉시 타 메신저 사용자와의 1:1 채팅
및 음성/동영상/파일 교류를 지원하고, 그로부터 2년 내에는 그룹
채팅에도 동일 기능을 제공하며, 4년 내에는 개인과 그룹간의 음성/
영상 통화까지 지원해야 함
- 단,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 같은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특정 게
이트키퍼 사업자에 대해 상기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음

11) 핵심 플랫폼 서비스란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채로 소비자와 기업 사용자 사이, 혹은 그 두 그룹 중 어느 하
나 안에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칭. DMA는 앱스토어,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특정 메시
지 서비스, 가상비서, 웹브라우저, 운영체제, 온라인 중개서비스 등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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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정 및 사이드로딩

게이트키퍼 사업자들은 브라우저, 가상비서, 검색엔진 등을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OS 혹은 단말기의 동작에 필수적이지
않은 어떠한 앱이라도 이용자 스스로 삭제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함
- 아울러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자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서드파티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함(단, 그 서드파티 앱에 적정
수준의 보안 요건을 적용할 수는 있음)

데이터 관련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서드파티 서비스를 사용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할 수 없음
- 타겟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요청은 매년 한 번씩만 가능
- 또한 광고주에게는 광고 성과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FRAND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자사의 앱스토어, 검색엔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기업 사용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태도를 견지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
• 보안 전문가 사이에서는 DMA의 메신저 관련 상호운용성 의무로 인해 메신저
서비스 부문의 보안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르면 Whatsapp, Facebook Messenger, iMessage 같은 메이저급
플랫폼들은 후발 메신저와도 채팅, 파일전송, 영상회의 등이 가능하게끔 지원해야 함
• 그런데 설계 특성과 암호화 여부/방식이 서로 제각각인 메신저들을 융합시킨다면
어떤 식으로든 개인정보 보안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컬럼비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Steven Bellovin의 설명
- 예를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E2E) 방식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있는
플랫폼과 그렇지 않은 플랫폼을 서로 매끄럽게 연결시켜야 할 경우, 전자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규정 준수 방안은 E2E 암호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임
- 개별 플랫폼이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암호화된 서로의 메시지를
일단 해독하여 재암호화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도 어차피
E2E 구조는 중간에서 한 차례 깨지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함
• Facebook 엔지니어로 일한 적이 있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 Alec Muffett 역시 ‘보안
수준이 서로 다른 여러 메신저를 융합시킬 경우, 그 중 어느 한 곳의 보안만
뚫리더라도 다른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업계의 전체적인 보안 수준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아울러 그는 ‘맥도널드 식당에 들어간 사람이 시장 독과점 타파를 운운하며 스시집에
음식을 주문한다면 가게 종업원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으며, 설령 그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해당 음식의 안전성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며,
’(요식업계와 마찬가지로) 테크 기업들의 상품은 서로 이질적‘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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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성착취물차단법안
▶ 최근 발의된 EU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차단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CSAM/그루밍 단속 의무를 부과하고 그 지원기구로서 EU
아동성착취대응센터(EU Center on Child Sexual Abuse, EU Center)를 신설한다는 내용
<법안 주요 내용>
• (자율단속) EU 역내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개인간 통신서비스 사업자(메신저 등) 및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가 CSAM 배포나 그루밍에 악용될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경감책을 EU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함
• (탐지명령) 관할 당국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의 위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혹은 독립적 국가기관)에
CSAM/그루밍에 대한 탐지 명령(detection order) 발부를 요청 가능
- 탐지 명령은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발부되며, 탐지 대상 콘텐츠에는 종전에
이미 확인된 CSAM과 새로 제작되는 CSAM이 모두 포함됨
-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과의 신뢰 관계 및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행위) 식별
작업은 ‘대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아동이라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통신’만을 대상으로 진행됨
• (의무적 탐지 활동) 탐지 명령을 발부 받은 사업자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탐지

기술과

EU

Center에서

검증

및

제공한

지표(indicators)를

동원해

CSAM/그루밍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며, 그런 콘텐츠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EU
Center에 신고해야 함
- 탐지 기술은 CSAM/그루밍을 ‘암호화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정확도로 찾아낼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하며 탐지 작업은 익명 방식으로 자동 수행돼야 함
- 이와 관련, EU Center는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와
협의 하에 일련의 기술적 선택지와 그 적법 활용 방식을 제시하게 됨
• (대응) 신고를 접수한 EU Center에서는 해당 사안을 사람이 직접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CSAM이 신속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명령(removal order)을 발부 가능
- 제3국 호스팅 등으로 인해 CSAM 콘텐츠 자체를 삭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국
내에서의 접근만이라도 차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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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님
•

(앱스토어) 앱스토어

운영사들은

그루밍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앱을

어린이

이용자들이 내려 받지 못하게끔 조치해야 함
• (제재)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직전 연도
글로벌 연매출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적정 과징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설정 가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
• 동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아직 알려지지 않은 CSAM이나 개인간의 그루밍 정황을
탐지한다는 명분으로 ‘지극히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암호화 여부에 관계없이
검열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음
• EU 집행위는 ➀탐지 명령 발부 대상을 ‘아동 성착취에 악용될 위험을 충분히
경감시키지 못한 개인간 통신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로 한정했고, ➁명령 신청
자체도 잔존 위험 재확인 절차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③현존
기술로 이행 불가능한 성격의 탐지 명령은 발부되지 않는 데다, ➃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항소 권리도 부여하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
• 그러나 유럽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네트워크인 European Digital Rights(EDRi)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탐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든 이행하기 위해서든 각자
다양한 위험 경감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이용자 권리(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존중, 표현의 자유 등) 보호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
- 단적으로, 이용자간 대화 내용에 대해 그루밍 탐색을 수행하려면 AI를 동원해
메시지를 훑어야 하고 E2E 암호화를 이미 적용한 경우에는 보안 위험을 무릅쓰고
일종의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그 암호화 구조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 함
- 그런데 AI로 사적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이용자간 대화
내용을 검열하는 행위가 어떤 이유로든 일단 허용된다면 반체제 활동 색출 등 여타
이유로도 그 허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EDRi의 주장

2-3. Europol 개인정보 처리 권한 확대 법안
▶ 2020년 12월 발의돼 EU 입법기구간 협의절차를 통과한 Europol 규정(Regulation (EU)
2016/794) 개정 법안12)은 Europol의 데이터 수집/분석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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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 내용>
• 동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Europol은 통신사업자나 IT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기업들로부터도 각국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됨
• 또한 잠재적 안보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종류의
연구·혁신 프로젝트가 Europol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
-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범죄 연관성 확인 등을
위한 18개월간의 예비분석(pre-analysis) 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은 18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
• 중범죄 및 테러 행위는 EU 역외 국가와 관련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Europol과
역외 국가들간의 공조 강화도 추진됨
• 아울러 동 법안은 이 같은 권한의 행사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Europol
내에 기본권 감독관(Fundamental Rights Officer) 직위를 신설하고, ▲Europol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의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
• 프라이버시 옹호 진영의 시민단체들은 동 법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장기

보유할

권한을

Europol에

아예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 각국의 테러/중범죄 대응 및 신종 안보 위협 차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uropol의 데이터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충분한 제어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권한만 대폭 늘린다면 Europol이 미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와 유사한 기관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반발
• 관련 규정에 따르면 Europol은 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된 사람(피해자 포함)의
개인정보만을 처리 및 보유할 수 있으나, 종전부터 이미 Europol은 예비분석 등을
명목으로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길게는 수 년 간이나 장기 보유
- 실제로 EDPS는 Europol이 범죄 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오래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데이터 중 6개월이 지난 것은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이행 준비기간으로는 12개월을 부여(‘22.1.10.)
- 따라서 최장 36개월간의 예비분석을 허용하고 있는 동 법안은 EDPS의 상기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12) EU 의회와 이사회는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올해 초 합의했고, EU 의회는 지난 5월 4일에 찬성 480표, 반대 143표,
기권 20표로 법안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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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uropol이 추진하게 될 데이터 기반 연구/혁신은 결국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AI 개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AI는 훈련
데이터의 품질 여하에 따라 특정 인종/민족/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동 법안을 가결한 EU 의회 스스로도 정작 AI 규제법안과 관련해서는 ‘범죄 가능성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활용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한 바 있음
- 게다가 위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알고리즘으로 ‘세탁’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동 법안은 기본권 감독관과 EDPS를 통해 Europol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해 EDRi는 ‘EU 국경관리청(Frontex)의
전례에 비춰 보면 내부 감독자를 두더라도 인권침해는 발생할 수 있고, EDPS의
감독 효력은 앞으로도 제한적일 것이 유력하다’고 비판

3. 향후 전망
▶ EU는 GDPR로 개인정보보호법 영역에서 일종의 글로벌 표준을 정립했으나, 현대
사회는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요하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최적 절충점에 관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
•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아동성착취물차단법안은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의
통신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검열될지 모르는 미래상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음
•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
-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세계 각국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합해 8,500만 건의 CSAM이
보고됐고, 보고되지 않은 물량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CSAM은 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종전보다 더 만연하고 있는데, CSAM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영국 비영리단체 Internet Watch Foundation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확인된 아동 성착취 건수는 전년 대비 64% 폭증
- 현재 EU는 개별 기업(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인 탐지 및 신고 활동에 의존해
CSAM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제도일 뿐이고 지금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실효성이 크지도 않음13)
13) 2020년 기준으로 CSAM 전체 신고 건수의 95% 가량이 한 회사에서 접수됐는데, 이는 그 업체의 플랫폼에
CSAM이 몰려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탐지 성과나 신고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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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확산 차단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기존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 DSA)에 이미 마련돼 있으나, 아동 성착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DSA를 보완할 새 법제가 필요하다는 게 EU
집행위의 판단
- 참고로 EU 집행위는 아동 성착취 단속 체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으로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응 전략을 2020년 7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작년 3월에는 온라인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아동 권리 개선 전략도 발표

Reference
1. ComputerWeekly.com, "Europol gears up to collect big data on European citizens after
MEPs vote to expand policing power", 2022.5.16.
2. EDPS, "EDPS orders Europol to erase data concerning individuals with no established link
to a criminal activity", 2022.1.10.
3. EDRi, "European Commission’s online CSAM proposal fails to find right solutions to
tackle child sexual abuse", 2022.5.11.
4. Euractiv, "DMA: significant additions made it into the final text", 2022.4.15.
5. European Commission, "Fighting child sexual abuse: Commission proposes new rules to
protect children", 2022.5.11.
6.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 2022.4.23
7.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New rules to fight child sexual abuse”,
2022.5.11.
8. European Parliament, "Deal on Digital Markets Act: EU rul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and more choice for users", 2022.3.24.
9. European Parliament, "Parliament backs giving more powers to Europol, but with
supervision", 2022.5.4.
10.The Verge, "Security experts say new EU rules will damage WhatsApp encryption",
20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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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정책동향

[ 목 차 ]

1. 블록체인에서 스마트계약 개념

2. 스마트계약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1)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어려움
(2) 무결성이나 기밀성을 침해하는 해킹사고의 위협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서 참여주체의 불명확성과 통제의 어려움

3.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동향
(1) 스페인 AEPD의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 EU의 데이터법(Data Act) 신규 제정 추진

4. 결론 및 시사점

1. 블록체인에서 스마트계약 개념

▶ 블록체인에서 스마트계약은 사전에 결정된 이벤트 발생에 따라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
• 스마트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전자 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이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
• 스마트계약은 "오라클(Oracle)14)"을 사용하여 외부세계에서 정보를 수신하며, 오라클의
유형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사람 유형이 존재
14) 블록체인에서 Oracle의 개념은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들여오고,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외부
로 내보내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립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외부와 연결 시켜주는 다리(bridge)와 같은 역할을
수행
http://wiki.hash.kr/index.php/%EC%98%A4%EB%9D%BC%ED%81%B4_(%EB%B8%94%EB%A1%9D%EC%B2%B4%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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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_ 스마트계약 프로세스 및 오라클
스마트계약 프로세스

오라클

출처: Foley15)

2. 스마트계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16)
(1)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어려움
▶ GDPR 시행으로 인해 정보주체는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제한권, 개인정보이동권,
반대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유
• GDPR 제22조는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러나, 스마트계약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측면에서 볼 때, 블록체인이 지니는
태생적

불변성(Immut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정정권이나

삭제권을

기술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정권 관련, GDPR은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최신이고, 개인정보가 부정확할 때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평문(Plaintext)이나
해쉬(Hash) 데이터로 저장될 때 정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수정된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새로운 블록에 저장될 수도 있음
• 삭제권 관련, GDPR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환경에서 블록체인을 파괴하지 않고 거래 기록을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마트계약에서 삭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15) Richard H. etc. Smart Supply Chains Using Smart Contracts, 2021.9.23.
https://www.foley.com/en/insights/publications/2021/09/smart-supply-chains-using-smart-contracts
16) W GREGORY VOSS, Data Protection Issues for Smart Contract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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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결성이나 기밀성을 침해하는 해킹사고의 위협
▶ GDPR은 보안의 주요 요소인 무결성(integrity) 및 기밀성(confidentiality)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
• 적절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사용하여 무단 처리 및 우발적 손실, 파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필요
• GDPR에 의거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는 위험기반 접근 방식을 따라 보안 조치를
수행하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는 최신 기술, 구현 비용,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및
목적,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 위험수준, 자연인의 권리·자유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술·관리적 조치를 구현해야 함
▶ 그러나, 스마트계약 환경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그램 코드 버그를 이용한 사이버공격으로
데이터나 무결성 및 기밀성이 침해받을 수 있음
• 이더리움 블록체인 해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계약 관련 실제 해킹사고가 발생
스마트계약 관련 이더러움 블록체인 해킹 사례(’16.5월)
•

분산형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인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17),

탈중앙화자율조직)의
경우 스마트계약을 사용
• ‘16년 DAO 시스템 개설 직후 해커는 코드의 버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기부한 6,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은밀히 빼돌림
• DAO는 해킹을 당한 상황에서 자금을 회수할 법적 또는 기술적인 방법이 부재하였고, 결국
프로젝트를 중단

그림2 _ DAO 프로세스

출처: Nirolution18)

17) 다오(DAO)는 탈중앙화자율조직이라는 의미로 컴퓨터 코드와 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되는 조직으로 일반 기업처럼
대표이사나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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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서 참여주체의 불명확성과 통제의 어려움
▶ GDPR은 개인정보의 EU 국외이전에 대해 (1) 적정성 평가를 받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정보주체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효과적인 법적
존재하는 경우, (3) 명시적 동의, (4) 계약 이행 등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블록체인 이용환경에서 참여자와 채굴자19)는 전 세계에 걸쳐 있어 이들의
개인정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과 관련해 적정성 관할 관리를 벗어나는 문제점을 내포
• 컨트롤러가 채굴자의 위치를 실제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20)에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node)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하여 저장하고, 해시 연산을 통해 새로운 블록의 생성에 참여하거나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여 주체가 불명확할 수 있음
• 퍼블릭 블록체인은 중앙을 통제하는 권한자가 없어 누구든지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운영과 참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음
•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위험정보를 제공한 후 국가 간 전송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음

3.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동향
(1) 스페인 AEPD21)의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가. 개요
▶ 스페인 AEPD의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22) (’22.3월)
• 스마트계약이 블록체인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실행되는 알고리즘이며 그 결과가 자연인
또는 프로파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GDPR 제22조에 따른 요구사항 적용 필요
18) Nirolution, Was is a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Simply Explained! 2018.8.9
https://nirolution.com/decentralized-autonomous-organization/
19) Miner.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사람
http://wiki.hash.kr/index.php/%EC%B1%84%EA%B5%B4%EC%9E%90
20)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공 블록체인, 개방형 블록체인, 무허가형 블록체
인(permissionless blockchain)이라고 함. 권위 있는 조직의 승인이나 관리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에 연결된 PC, 노트
북, 스마트폰, 서버컴퓨터, 채굴기 등 다양한 컴퓨터 장비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음
21)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스페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22) AEPD, Blockchain (III): Smart Contracts and personal data, 2022.3.14
https://www.aepd.es/en/prensa-y-comunicacion/blog/blockchain-iii-smart-contracts-and-persona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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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 스마트계약은 암호화폐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널리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며,

블록체인의 노드에 저장되고 자동화된 결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알고리즘) 중 하나임
• 스마트계약에서 자동화된 결정은 하나의 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로의 암호화폐 전달과
같은 금전적 특성을 지님
• 스마트계약에서 자동화된 결정은 자연인의 디지털신원(디지털 ID)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의 특성을 지님
▶ 블록체인 설계자와 관리자가 스마트계약을 블록체인에 포함할 수 있음
•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자동 베팅, 구매 및 판매, 공증, 문서화 인증, 재무관리,
디지털자산 투자, 디지털 신원 확인 등)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스마트계약을 개발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스마트계약은 특정 블록체인 경계 외부로부터 내부 데이터 접근이 불가하며,
블록체인 자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설계됨
• 그러나 현실의 스마트계약에서는 블록체인 외부세계에서 내부를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도구가
존재하며, 이러한 도구를 "오라클(Oracle)이라고 칭함
▶ 스마트계약이 오라클 도구를 이용하면 외부 정보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내부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거래 생성이 가능
• 일부 오라클은 자율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외부업체가 오라클 서비스 제공도 가능
• 스마트계약에서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로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음
•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계약에의 트랜잭션 기록들을 접근, 참조 또는 이용할 수 있음
▶ 스마트계약에서 자동화된 트랜잭션 수행 특성들로 인해 스마트계약 실행시점의
의사결정 조차 자연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적으로 트랜잭션이 결정되거나,
외부자가 독립적으로 트랜잭션의 수행을 결정할 수 있음
•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이 블록체인 외부의 변경이나 이전 트랜잭션과 유사한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감지하면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음
▶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의 상태를 변경하고,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계약의 결과를 기록함
• 특정 스마트계약의 변경이 발생하면 타 스마트계약을 연쇄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음
• 특정 스마트계약의 변경은 또한 다른 서비스의 스마트계약이나 블록체인을 실행시키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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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계약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배포되어

검증이

완료되면

불변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스마트계약이 불변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있기 때문에
스마트계약에서 불변상태 유지가 중요
• 스마트계약의 근간이 되는 철학은 1999년 Lawrence Lessig의 저서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에서 언급된 “프로그램은 법(Program is Law)“이라고 할 수 있음
• "알고리즘은 법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법“이라는 표현은 스마트계약의
의사결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제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법과 원칙, 인간의 실행이 유효하지 않은 환경 구축을 추구
▶ 스마트계약은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오류가 존재하거나,
프로그래머의 예상치 못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고, 보안 취약점이 내재할 수 있음
• 스마트계약에서 오라클, dApp23)(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과 상호작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지갑(Wallet), 거래소 등과 같은 블록체인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스마트계약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3 _ dApp (이더리움 네트워크 노드)

출처: PCMag24)

23) Decentralized App.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분산 애플리케이션
24) PCMag, dApp, https://www.pcmag.com/encyclopedia/term/d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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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계약에서의 위험요인이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
• 블록체인 관리통제(governance)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련의 오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음
• 스마트계약의 오류로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스마트계약의 불변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스마트계약에서 위반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문제점을 관리할 통제관리 부재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스마트계약은 경제적 손실, 디지털이나 물리적 제품에 대한 권리 상실, 사기범죄와
같은 법률적 문제를 초래하거나 이해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반면,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이해당사자의 개인정보(디지털 신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의 프로필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생성하고 저장
▶ 스마트계약이 자연인의 개인정보에 적용될 때 GDPR 제22조에 정의된 규정의 적용을 받음
• GDPR 제22조는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조항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자연인에게 법적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결정에만
기반한 결정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
• GDPR 제22조 제2항은 3가지 예외사항(▲동의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 계약체결
▲행위의 적합성을 규정한 타 법률의 존재)을 규정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스마트계약
실행 책임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계약의 특성, 스마트계약이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함과 복잡성, 블록체인 배포와
실행환경을 고려할 때, 컨트롤러와 이해당사자 간 계약체결 유효성을 보장하거나
법적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개인정보처리 이해당사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항상 확인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음
▶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GDPR 제22조는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최소한 두 가지 안전장치(책임자의 인적 개입과 이해당사자가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 가능)를 명시
• 이해당사자 권리와 자유의 위험수준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리통제, 최소한
권리 행사 보장 의무화, 설계보안 조치, 기본적인 보호조치, 보안관리 조치, 개인정보침해
고지 및 통지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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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고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문서화해야 함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배포하기 전에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
내에서 GDPR의 제35조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GDPR의 제36조의 감독기구와의
사전협의를 고려
• 스마트계약 설계 때부터 이러한 문제해결을 검토하고, 스마트계약 구현 및 생산 전에
문제해결을 시행해야함

(2) EU의 데이터법(Data Act)25) 신규 제정 추진

가. 개요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별 다음 사항을 담은 EU 데이터법안(Data
Act)을 채택(‘22.2.)26)
• (제조업체와 설계자)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이 소유 및 임대하거나, 임대하는 연결된
기기(IoT 기기 등) 활용과 관련 서비스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클라우드업체) 소비자와 기업이 무상으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제공업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성 조치를 채택해야 함
• (이용고객) 상업적, 기술적, 계약적 또는 조직적 장애 없이 하나의 데이터 프로세서에서
다른 데이터 프로세서로 개인정보를 이동할 권리를 보유
• (기업) 주요 조건에서 예외상황(예: 공공 비상사태)에서 특정 데이터를 공공 부문 기관에
제공해야 함

나. 주요내용
▶ EU의 데이터법안은 스마트계약이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블록체인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 소유자 및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공유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25) Kollen Post, In new Data Act, the European Commission aims for more control over smart contracts,
2022.2.25.,
https://www.theblockcrypto.com/linked/135504/in-new-data-act-the-european-commission-aims-for-more
-control-over-smart-contracts
26) National Law Review, The EU Data Act and Its Effects on the Data Economy, 2022.3.29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eu-data-act-and-its-effects-data-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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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데이터법안에서 주목할 특징으로 스마트계약 관련 상용

블록체인의 사용과

유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계약 킬 스위치27) 필요성 제기
• 스마트계약이 실제로 EU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데이터법안은 개인정보 공유 및 보호 애플리케이션 사용
관련 새로운 법적 표준을 스마트계약 개발자에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제시
• 신 데이터법안 규정은 스마트계약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에 적용되며, 특히 스마트계약의
오라클 기능을 위협할 수 있음
▶ 데이터법안 제30조는 스마트계약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킬 스위치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종료 및 중단” 조항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계약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다음사항을 요구
• 스마트계약은 트랜잭션의 지속적인 실행을 종료하는 메커니즘을 보유해야 함
• 스마트계약에는 미래의 우발적인 실행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도록
계약사항을 재설정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내부기능을 포함해야함
▶ 스마트계약의 안전한 종료와 중단에 관한 조항은 최근의 해킹사고를 촉발했던
스마트계약 관련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고려되고 있음
• 솔라나 랩스(Solana Labs)의 크로스 체인 브릿지 서비스인 웜홀(Wormhole)28)의 경우,
역대 4번째로 최대 규모인 3억 2,200만 달러를 도난당함(’22.2.)
그림4 _ 가상자산 도난 피해 규모

출처: Elliptic29)
27) Kill Switch: 일반적인 방식으로 종료가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장치나 기계를 종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 매커니즘.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한 스마트폰의 악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으로 킬 스위치 기능을 작동
[출처] 하둡(Hadoop) ,킬 스위치 (kill Switch)|작성자 스마트 대막리지
28) 웜홀은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 테라 등 상이한 블록체인 상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29) Elliptic $325 Million Stolen from Wormhole DeFi Service, 2022.2.2.
https://www.elliptic.co/blog/325-million-stolen-from-wormhole-defi-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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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스마트계약의 킬 스위치의 적용 의무화는 다음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
• 스마트계약의 킬 스위치가 본질적으로 불변성의 약속을 위협하여 스마트계약이 더 이상
자율적이지 않음
• 스마트계약도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스마트계약에 킬 스위치를 요구하는 EU
제안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음
▶ 반면, 신 데이터법안 실제로 입법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EU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을 강력히 추진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임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법률을 제정하기 전 최종적인 결정을 판단하면서 새로운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EU집행위원회가 이후에도 법률 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

4. 결론 및 시사점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요인을 내포
• 스마트계약을 사용할 때 스마트계약의 불변성으로 인해 정보주체는 알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제한권, 개인정보이동권, 반대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보안의 중요한 요소인 무결성 및 기밀성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에서
프로그램 코드의 버그로 인해 보안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블록체인 이용환경이 전 세계에 결처 있어 개인정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위치하여 적정한
개인정보 통제가 미흡할 수 있음
▶ 스마트계약 관련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 스페인과 유럽연합은 대응책을 마련
•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AEPD)는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마트계약 솔루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GDPR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제시
• EU는 새로운 데이터법안을 제안하면서 스마트계약 관련 상용

블록체인의 사용과

유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계약 킬스위치(kill Switch) 필요성을 제기
▶ 스마트계약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 대응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스마트
계약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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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부동선 거래, 금융 관련 계약 등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스마트계약 솔루션이 국내 개인정보보보호법과 상충하는 점이
없는지 검토 필요
• EU가 새로운 데이터법안에서 스마트계약 킬 스위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스마트계약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스마트계약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개발이나 법률 개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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