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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중국 정부는 ‘21년 11월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한 개인
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제38조)
•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가능한 특정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의거, 국가인터넷정보부처의 안전평가 통과1)
② 국가인터넷정보부처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진행
③ 국가인터넷정보부처가 제정한 표준 계약에 근거해 국외 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해
권리와 의무 약정2)
④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인터넷정보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핵심정보기반시설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수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의무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 인증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 인증임
1) ‘21년 10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초안)은 ①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가
수집·생성한 개인정보 ②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③해외에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 이상의 민감 개인정보 이전 시에는 의무적으로 안전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2) ‘22년 6월 30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규정(초안)은 ①핵심정보기반시설 사업자가
아닐 시 ②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 취급 시 ③전년도 1월 1일 이후 국외에 제공한 개인정보 누계가 10만 명 미만 시
④전년도 1월 1일 이후 국외에 제공한 민감 개인정보 누계가 1만 명 미만 시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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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관련 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전국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China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이하 CITS)는 4월 29일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3개 조건 중 개인정보보호 인증과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처리활동 보안
인증규격3) 초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6월 24일 최종 버전을 발표
• 인증규격은 인증이 적용되는 상황 및 인증의 기본 원칙, 요구사항,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등을 규정

2. 개인정보 국외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인증
(1) 적용 상황과 인증신청 방법
▶ 개인정보 국외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이 필요한 상황은 아래와 같음
• 동일한 다국적 기업 또는 단일 사업체에 속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중국 자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4)에 따라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외국에서 역내 자연인(Natural
Person)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다국적 기업이나 단일 사업체에 속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국외처리 시 역내의
자회사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부담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 기업이 역내에 설치 또는 지정한
전담 기구나 대표자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부담

표1 _ 개인정보 국외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인증 대상 및 인증신청 방법
인증 대상

인증신청 방법

Ÿ 다국적 기업 또는 단일 사업체에 속한 개인정보

Ÿ 역내 지사·사업체가 역내에서 인증신청

처리자가 중국 자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 시
Ÿ 역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역내 자연인의 개인

Ÿ 역내 전담기관 설치 또는 지정 후 역내에서 인증신청

정보 이전 시

3) 《网络安全标准实践指南—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安全认证规范》, 2022.4.29.
4) 중국 국외에서 역내의 자연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 중 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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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원칙
▶ 개인정보 국외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6대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음
• (합법, 정당, 필요, 성실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 존엄성과 직접 연관되므로
개인정보의 국외처리 시에는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권익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나 협의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공개, 투명의 원칙) 개인정보 국외처리 시에는 처리 과정의 공개, 투명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목적, 범위, 처리방식 등을 정보주체에게 적시에 알려
개인정보 국외처리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정보 품질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국외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동등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
국외처리 활동이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함
• (명확한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개인정보의 보안과 정보 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역내에 법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대표자나 기구를 지정해야 함
• (자율 인증의 원칙) 개인정보 국외처리 인증은 국가가 권고하는 자율 인증에 속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개인정보 국외처리 시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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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의 기본 요구사항

▶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 개인정보 국외처리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과 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문서에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함

표2 _ 개인정보 국외처리 시 계약 문서의 포함 내용
포함 내용
• 개인정보 국외처리 활동을 진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
• 개인정보 국외처리의 목적 및 개인정보의 유형, 범위
•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 국외 수령자가 이행에 합의한 통일된 개인정보처리규칙(해당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미달 불가)
• 인증기구의 감독에 대한 역외수령자의 승낙
•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관할권에 대한 역외 수령자의 승낙
• 중국 역내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조직기구
•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정한 의무의 준수

▶ (조직 관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 개인정보 국외처리규칙,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등을 규정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국외처리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지식과 관련 관리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조직의 결정권자 중에 선임하며
아래와 같은 책임을 맡음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주요 목표, 기본 요구사항, 추진 업무, 보호조치 등의 명확한 규정
-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자금, 자원의 확보
- 조직 내 관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시와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목표 달성을 보장
- 조직의 주요 책임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지속적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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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기구) 개인정보 국외처리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무허가 접근 및 유출, 변조, 손실 등을 방지하며, 전담 기구에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여
- 개인정보 국외처리 쌍방이 승인한 개인정보 국외처리 활동 계획의 제정
-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의 계획과 시행
- 쌍방이 계약한 개인정보 처리규칙에 의거한 개인정보 국외처리 여부 감독
- 정보주체의 요구와 신고 접수
• (개인정보 국외처리 규칙) 개인정보 국외처리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통일된 개인정보 국외처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규칙에는 최소한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개인정보 국외처리의 기본 현황(개인정보 유형, 민감도, 수량 등)
- 개인정보 국외처리의 목적, 방식, 범위
- 개인정보 국외 저장기간 및 기간 만료 후 처리방식
- 개인정보 국외처리를 위해 거쳐야 하는 국가나 지역
-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에 필요한 자원과 조치
-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배상 및 처리 규칙
•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개인정보 국외처리를 진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및 채택한 보호조치의 유효성과 위험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에는 최소한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법률과 행정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권익에 끼치는 영향
- 국외 국가와 지역의 법률 환경과 사이버보안 환경 등이 정보주체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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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 및 국외 수령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 간 계약한 법률문서 중 정보주체 권익 관련 약관의
수혜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에게 법률문서 중 정보주체의 권익 부분에
관한 사본을 요구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알 권리와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 국외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 타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권리
- 국외 수령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복제, 정정, 보충, 삭제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에게 개인정보 국외처리 규칙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 결정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거절할 권리
-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대하여 중국 내 개인정보보호 관할 부문에 고발이나
신고를 할 권리
-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개인정보 국외처리활동의 처리자 및 국외
수령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
-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권리
<개인정보처리자 및 국외 수령자의 책임과 의무>
-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국외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의 기본 현황 및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유형,
보존기간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단독 동의를 취득
-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문서에 약정된 처리목적, 처리방식, 보호조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약정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국외처리 불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안내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복제, 정정,
보충 또는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하며, 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함
- 국외에 이전된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개인정보의
국외처리를 중지해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 변조, 유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즉각 구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보호 관할 부문과 개인에게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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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문서 중 정보주체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 역내에서 법률책임을 부담하는 측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을 승낙하여
개인정보 국외처리활동에서 정보주체의 권익이 손상된 경우 법률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 개인정보 국외처리 활동에 대하여 중국 내 인증기구의 문의에 대한 회답 및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을 승낙해야 함
-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사법 관할권을 인정해야 함

3. 시사점

▶ 중국 전국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국외처리 보안 인증규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개인정보 국외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제시
• 인증이 적용 가능한 상황은 중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개인정보
국외처리 활동 및 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국외처리 활동으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안전평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제외됨
• 즉,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안전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증이
유효한 만큼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핵심정보기반시설 사업자에 속하는
국외 기업들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안전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한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2년 6월 30일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3개 조건 중
표준계약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하여 3개 조건 각각에 대한 규정 초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

▶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인증 규격은 인증 취득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서 조직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증 절차나 인증 유효기간,
인증기구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인증 규격 제정에 참여한 중국사이버보안심사기술인증센터(CCRC)가 인증기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후속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나 자세한 인증 절차와 방법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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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을 고려 중인 우리 기업들은 우선 인증규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과 전담 기구의 설치,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등의 준비를
진행하되, 후속 규정의 진행 상황을 주시 필요

▶ 한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발표(’21.11.14)한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 조례
제35조(의견수렴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시 데이터 송·수신자 모두 정부
부처가 인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CITS에서 발표한 동 인증규격과 인증 대상이 다르므로 둘을 비교해 관찰할 필요가 있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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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国信息安全标准化技术委员会,

"《网络安全标准实践指南—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安全认证规

范》",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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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国家网信办《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规定

(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

2022.6.30.
3. DataGuidance, “China: Draft Specif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Cross-Border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2022.6.24.
4. The National Law Review, “China Releases Draft Cross-Border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Certification Guideline”, 2022.5.26.
5. Wilmerhale, "China Issues Draft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ross-Border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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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ADPPA)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목 차 ]

1.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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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및 평가

1.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현황
▶ (개요) 2022년 현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갖고
있지 않음
• 미국은 개별법주의의 법률 체계를 취하고 있어 일반법보다는 각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가 있을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
• 더불어 미국의 법제는 연방법 법률체계와 주법 법률체계로 양분화 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이를 구분해서 보아야 함

▶ (연방법) 연방법 법률체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광범위하게 포괄 규율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별로 각 영역 내의
산업별 개인정보보호를 각각 규율하는 형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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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방 일반법으로는 연방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한해 적용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있음
• (민간부문) 민간 부문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기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의

설립

근거인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은 기업의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동법은 제5조로부터 소비자 보호의 범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5)
표1 _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연방법률6)
공공부문

민간부문
• 공정신용조사법

•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66)
• 프라이버시법
(Federal Privacy Act, 1974)
• 컴퓨터보안법
(Computer Security Act, 1987)
• 컴퓨터정보 결합 및 프라이버시보호법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1988)
•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1994)
• 전자정부법
(E-government Act, 2002)

(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
•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978)
•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1980)
•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1986)
•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986)
•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
• 아동착취행위소추법
(The Protection Act of 2003,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등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usa.do

▶ (주법) 주 법률체계에서도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로 개별적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민간 분야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
5)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불공정 경쟁방법의 사용은 위법; 위원회의 금지
제a항 위법선언;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권한; 외국과의 거래에 부적용
제1호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방법,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나 관행 또는
기만행위나 관행은 위법이다.
※ 여기서 ▲‘기만’이란 ‘그 상황에서라면 상식적인 소비자마저 오도할 여지가 있는 설명, 행위, 혹은 부작위를 통해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 ‘불공정’이란 ➀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존재하고, ➁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입지 않기가 상식적으로 쉽지 않으며, ③소비자나
경쟁 환경에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피해보다 중대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 따라서, 이를테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과장해서 홍보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해 스스로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거나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위반 사유로 제재조치 가능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us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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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이하 CCPA)은 주법이기는 하지만 미국 최초의 민간 분야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에 해당해 주목
• 현재 캘리포니아에 이어 버지니아, 콜로라도, 유타, 코네티컷 주 역시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2.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 배경
▶ (이전 법적 풍토)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해온 경향
•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지 않고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FTC가 소비자 보호와 연계하여 일부 기능을 수행

▶ (최근 개인정보 보호 환경 변화) 미국 전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국 내 거대 디지털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 제기
• 2018년 3월 무단으로 이전된 Facebook 이용자 정보가 미국 대선 맞춤형 광고에
활용된 사례 등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킴

▶ (FTC의 한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FTC의 권한과 역량 부족에 대한 문제점 제기
• FTC는 고지 내용과 다르게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력을 강제하기에는 벌금 수준이 낮음
• 또한 미국 전역의 디지털 혁신기업과 금융·신용 기관을 감독하고 소비자 정보침해
여부를 판단할 만한 숙련된 전문가 등 인력이 부족

▶ (EU GDPR 시행 영향) EU가 GDPR을 발표(2018.5월)함에 따라 미 기업도 영향권에 놓임
• EU가 발효한 GDPR은 기존 ‘개인정보지침7)’을 대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권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책무를 대폭 강화했을 뿐 아니라 EU 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까지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역외 적용을 채택

7) EU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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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A 시행 영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법인 CCPA 제정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양당간
합의에 근거한 입법안 도출 논의 지속
• CCPA는 주법이기는 하지만 미국 최초의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에 해당
• (민주당) ‘소비자 온라인 프라이버시권 법(Consumer Online Privacy Rights Act)’은
마리아 캔트웰(MariaCantwell) 상원의원(워싱턴 주)이 2019년 12월 3일 제안, 같은 날
상원 통상·과학·교통 위원회에 회부
• (공화당) ‘2019년 온라인 프라이버시권 법(Online Privacy Act of 2019)’은 안나
에슈(Anna G. Eshoo)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주)이 2019년 11월 5일 제안, 12월 18일
하원 에너지·통상·법사 위원회에 회부

3. 법안 구성
▶ 2022년 6월 3일 미국 의회의 양당 의원들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ADPPA)의 토의용 초안(이하 법안)을 일반에 공개하였으며,
법안은 4개의 편(Title)으로 구성
• (제1편 충실 의무) ▲개인정보 최소화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제한된 관행 등
충실의무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
• (제2편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 ▲투명성 ▲소유권 및 통제 ▲동의 및 반대할 권리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제3의 수집 기관 ▲시민권 및 알고리즘
▲개인정보 보안 등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에 중점
• (제3편 기업의 책임) ▲경영진의 책임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해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영향 평가 수행 및 ▲서비스 제공자 및 제3자 관련
의무 등 기업의 책임을 다루고 있음
• (제4편 집행, 적용 가능성 및 기타 조항) ▲규정 집행과 관련하여 FTC와 주
법무장관(Attorneys

General,

AG)이

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고

▲개인을 위한 사적 소송권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아울러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 대상’(Covered Entities, 이하 적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의
- FTC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개인
- 1934년 통신법 제2편(Title Ⅱ)의 적용을 받는 일반 통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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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단체
- 대상 법인을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공동 지배하에 있거나, 브랜드를 공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

4. 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최소화)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넘어선 수집,
처리 혹은 전송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
유지하는 수준으로 제한
• 특히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라고 간주되는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FTC는 다음을 고려하면서 지침을 발행해야 함
- 참여하는 활동의 규모, 성격, 범위 및 복잡성과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자인지 또는
제3자 수집 주체인지에 대한 고려
- 수집, 처리 또는 전송된 해당 개인정보의 민감도
- 수집, 처리 또는 전송된 해당 개인정보의 양
- 적용 대상이 수집, 처리 또는 이전한 해당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 및 기기의 수

▶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전송 제한 사항) 개인정보 최소화에서 열거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본 법안은 금지된 행위 및 관행에 대해 추가로 열거
• 적용 대상은 열거된 특정 목적을 제외하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생체 인식 정보, 동의 없이 수집된 은밀한 이미지 및 유전 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전송할 수 없음
• 또한 적용 대상은 긍정적인 명시적 동의 및 개인에게 특정 사항을 설명하는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고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 개인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2) 집계된 인터넷 검색 또는 검색 기록을 전송, (3)
스마트폰 또는 웨어러블 장치에서 신체 활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함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Privacy by Design) 법안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하는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PBD)임

- 5 -

2022년 5월호(2)
• 적용 대상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전송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정책, 관행 및
절차를 수립하고 구현해야 함
• 적용 대상은 적용 가능한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 규칙 또는 규정, 위험에 대해
사전 고려
• 17세 미만 소비자를 위한 위험 경감을 위한 적절한 전략과 더불어 모든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합당한 교육과 보호장치를 구현해야 함
• 그 과정에서, 적용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 설계와 관련하여 정책, 관행 및 절차가
다음과 일치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
- 규모, 참여하는 활동의 성격, 범위 및 복잡성
- 해당 개인정보의 민감도
- 수집, 처리 또는 전송된 해당 개인정보의 양
- 적용 대상이 수집, 처리 또는 이전한 해당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 및 기기의 수
- 해당 개인정보 보호 위험 경감 조치 프로그램 구현 비용

▶ (미성년자 보호) 적용 대상은 개인이 17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 FTC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및 마케팅 부서를 설립해야 하며,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 정보 및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보안) 다른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은 무단 접근 및
획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관리, 기술 및 물리적

개인정보 보안 관행 및 절차를 수립, 구현 및 유지해야 함
• 개인정보 보안 관행 및 조치는 적용 대상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본 법안은 최소한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특히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최소 관행을 통합해야 함
- 취약점 평가
- 예방 및 시정 조치 실행
- 실행한 예방 및 시정 조치에 대한 평가
- 정보 보유 및 폐기 관행이 확립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직원 교육과
더불어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고 시행할 임원 또는 직원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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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적용 대상이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요구 사항을 설명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공할 때 적용 대상은 1)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명확하고, 2) 눈에 띄며, 3)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전송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각각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
• 보다 구체적으로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
- 해당 개인정보가 이전되었거나 이전될 수 있는 동일한 기업 구조 내의 적용 대상 및
기타 기관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 수집 또는 처리된 해당 개인정보의 범주
- 해당 개인정보의 각 범주에 대한 처리 목적
- 해당 개인정보가 전송되는지 여부 및 전송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서비스 제공자 및 제3자의 각 범주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각 제3자 수집
주체의 이름, 해당 개인정보가 해당 범주의 서비스 제공자 및 제3자 또는 제3자 수집
기관으로 전송되는 목적
- 적용 대상이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각 범주를 보유하려는 기간 또는
해당 기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적용 대상이 범주를 보유할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 개인정보 보안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적용 대상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으로 전송,
처리 또는 제공되는지 여부
- 특히, 법안은 대용량 개인정보 보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짧은 형식의 통지에 대한 추가
의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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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수정, 삭제 및 이동성) 법안은 개인에게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및
삭제 권한과 더불어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권리를 제공
•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요청이 확인되면 대용량 개인정보 보유자는 이를 확인 후 3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해야 하며, 대용량 개인정보 보유자로 간주되지 않는 적용
대상은 확인 후 6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해야 하며, 법안의 제209(c)절에 명시된
적용 대상은 확인 후 9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해야 함
• 해당 요청의 권리는 12개월 기간 내에 처음 두 번의 요청에 대해 무료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후의 각 요청에는 합당한 수수료가 부과됨
• 다른 주요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하게 본 법안 역시 개인정보 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예외를 설명함

▶ (동의 및 이의 제기) 법안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처리에 대해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
• 이때 동의는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개인의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승인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행위로 정의
• 동의를 다룰 때 법안은 적용 대상에게 이전에 개인이 제공한 긍정적인 명시적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명확하고 눈에 띄며 실행하기 쉬운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
• 또한 동의에 대한 철회는 개인이 동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실행하기 쉬워야 함
• 개인에게는 표적 광고 및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에 대해 거부할 권리(opt
out)가 부여됨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담당자) 법안은 적용 대상이 한 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한 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개인정보 보안 담당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
• 담당자는 최소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프로그램을 구현, 해당 개인정보 및 보안을
담당하며 해당 기관이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야 함
• 특히, 본 법안은 대용량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담당자 중 최소 한 명을 선정하여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정해야 함

▶ (영향 평가) 법안은 적용 대상의 관행에 대한 특정 기준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자가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얻었는지
등에 대해 영향평가 수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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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법 제정 1년 후 모든 대용량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대용량 개인정보
보유자가 아닌 대상의 경우 '대량 개인정보 보유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날짜로부터
1년 후 혹은 제정일 중 빠른 날짜를 적용
• 첫 실시 이후 후속 영향 평가는 매 2년마다 수행

▶ (제3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 본 법안은 제3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에 대한 추가 의무를 설명
• 보다 구체적으로, 제3자에게는 개인의 합리적 기대에 일치하지 않는 목적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
• 한편, 서비스 제공자는 적용 대상을 대신하거나 혹은 적용 대상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음
• 그들은 또한 적용 대상이 직접 획득해야 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 다른 적용 대상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며 특정 삭제 또는 비식별화에 대한 추가 의무가 있음

▶ (집행) 본 법률 집행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은 ▲FTC ▲주 법무장관(AG)
및 ▲개인에게 권한을 제공한다는 것임
• (FTC) 본 법안은 FTC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간주되는 위반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는 추가적인 산하조직(bureau)을 만들 것을 요구
• (주 법무장관) 주(州)의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인 주 법무장관은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지며, 규정 준수를 시행하며,
손해 배상, 민사상 처벌, 배상 또는 기타 보상을 받는 행위 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FTC에
통지해야 함
• (개인) 법안은 개인의 사적 행동 권리를 다루고 있으나, 다만 개인이 직접(단독 혹은
집단으로) 취할 수 있는 민사소송권은 동법이 통과돼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야 발효
• 그러나 주 법무장관의 조치와 유사하게 개인이 민사소송권을 취하기 전에 FTC와 주
법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FTC와 주 법무장권에게는 별도 또는 추가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 응답할 60일의 기간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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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및 평가

▶ (기업의 호응 확대) ADPPA의 경우 파편화된 법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호응 확대
• 기업측에서는 미국 내 각 주별로 서로 다른 법률로부터 규율 받을 경우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음
• 동일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도 관할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다를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규제 비용이 증가하고 리스크도 확대
• 따라서 기업들은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규제 환경의 난맥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 다양한 항목 적용을 통해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 반영
• 제1편 ‘충실 의무’ 내 ‘개인정보보호 적용 사업설계’ 항목에서 ‘17세 미만 소비자를
위한 위험 경감을 위한 적절한 전략’ 제시와, ‘합당한 교육과 보호 장치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 제2편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 내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서
해당 주체가 개인이 17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
• 아울러 동 제2편에서 FTC 내에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및 마케팅 부서를 설립하고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제205절제(c)조)

▶ (민감정보 및 사생활 정보 보호) 생체, 건강 및 사생활 관련 정보에 대한 제한
•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전송 제한 사항 항목을 통해 허용되는 목적을 제외하고
생체 인식 정보, 동의 없이 수집된 은밀한 이미지 및 유전 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전송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
• 또한 명시적 동의 및 확인 가능한 고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 제공, 인터넷 검색 또는 검색 기록 전송, 및 스마트폰 또는
웨어러블 장치에서 신체 활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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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우호국가로의 유출)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 등 비우호국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반영
•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공개’ 항목에 해당 대상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으로 전송, 처리 또는 제공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중국 등 비우호국가 등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이슈 반영

▶ (전망) ADPPA는 미국 연방 일반법이면서 적용 범위가 넓어 EU GDPR처럼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미국 의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안 제정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가
있어 실제 제정까지는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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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다크패턴에 대한 감독 강화 추진

[ 목 차 ]

1. 개요

2. 다크패턴이란?... 유형과 사례

3. 미국의 다크패턴 규제 행보

4. EU의 다크패턴 규제 행보

1. 개요
▶ 미국과 유럽이 다크패턴(dark pattern) 활용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최근 나란히
추진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지칭
• 미국 관계당국들은 기만적인 방식으로 상품/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거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종류의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상태이며, 연방의회와 각주
의회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
• EU는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해 GDPR 등 개인정보
관련법을 근거로 이미 다수의 제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조만간 법제화가 유력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통해 상품/서비스 판매 관련 다크패턴 역시
단속할 예정
• 즉, 현재 미국은 상거래 영역의 다크패턴에서 개인정보 영역의 다크패턴으로 규제
범위 확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반대로 EU는 개인정보 관련 다크패턴에서 상거래
관련 다크패턴으로 규제 범위 확대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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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크패턴이란?... 유형과 사례
▶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다크패턴에 관한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의 가이드라인 초안('22.3.21.)에 따르면, 다크패턴의 정의 및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음
• (정의) 다크패턴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원래 의도와는 달리 자신에게 해로울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게끔 이용자를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혹은 이용자 경험’으로
정의 가능
• (유형) 다크패턴은 아래와 같이 크게 6종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이런 기법들은
계정 생성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1 _ 다크패턴 주요 유형
구분

내용
요청, 정보, 옵션 등을 과도하게 많이 제공함으로써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를 공유케 하거나 원치 않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도록 유도
(예시) 전화번호 대신 이메일 주소로 이미 계정을 생성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중인증에 필요하다’며 전화번호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

Overloading

- 이용자가 이미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화번호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데이터 최소화 원칙(GDPR 제5조제1
항제c호)에 맞지 않음
- 또한 이렇게 수집한 전화번호를 계정 보안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해당
사업자는 목적 제한 원칙(GDPR 제5조제1항제b호) 역시 위반하는 셈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간과하거나 망각토록 유도
(예시) 디폴트 설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노려 개인정보 침
해적인 옵션(예: 특정 개인정보를 모두에게 공유)을 디폴트 설정으로 제시

Skipping

- 이 같은 다크패턴은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GDPR 제25
조제2항)에 위배됨
- 또한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 획득을 위해 ‘미리 체크된 동의박스’를
활용하는 행위는 동의 요건(GDPR 제4조제11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적법 처리 원칙
(GDPR 제5조제1항제a호) 및 처리 적법성(GDPR 제6조제1항제a호-동의) 규정에도
위배됨
감정에 호소하거나 시각적 넛지(nudge)를 동원해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침
(예시) ‘외로운가요? 위지정보를 공유하고 주변의 멋진 장소들과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등과 같이 인간의 취약한 본성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비필수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

Stirring

- 이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GDPR 제5조제1항제c호)에 위배되며,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시각적 넛지(예: 눌러보고 싶은 물음표 버튼을 동원해 이용자 사진 업로드 등
등록 절차로 유도)를 활용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는 동의
요건(GDPR 제4조제11항) 및 동의 조건(GDPR 제7조)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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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저해
(예시) 젠더, 사진 등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Are
you sure?'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결정을 재고토록 유도
Hindering

- 해당 질문이 그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람에게는 노출되지 않고 입력을 거부한
이용자에게만 노출된다면,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공정성 원칙(GDPR 제5조제1
항제a호)에 위배됨
- 한편, 프라이버시 정책문에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충실히 담지 않은 채
굳이 항목별 상세정보로의 하이퍼링크를 제시하는 방식 역시 Hindering 범
주의 다크패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투명성(GDPR 제12조)
요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나 제어 수단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

Fickle

(예시) 정보주체의 권리 및 관련 정보 일부(예: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및
연락처)를 고지문 내의 엉뚱한 섹션에 배치
- 이 같은 다크패턴은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요건(GDPR 제12조) 위반에 해당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그에 대한 제어 수단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지 못하게끔
애매한 표현, 상충되는 정보, 이질적인 언어 등을 동원

Left in the dark

(예시) 스페인어권 국가에 스페인어 버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프라이버시
정책문은 영문으로만 제공
- 이 역시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요건(GDPR 제12조) 위반에 해당
- 또한 이 경우에는 현지 이용자들 영어 고지문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고지사항(GDPR 제13조 및 제14조)이 전달됐다고 볼 수도 없음

▶ 상기와 같이, 다크패턴은 GDPR의 제5조(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4조제11항 및
제7조(동의의 요건), 제12조(투명성), 제25조(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소셜미디어

종사자들은

GDPR

의무사항을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EDPB의 설명
• 예를 들어, 이제 막 계정을 생성하려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다 읽지도 못할 만큼
방대한 양의 프라이버시 정책이나 이용약관을 보여주면서 그 문서에 나열된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일괄 동의를 받더라도, 그처럼 구체성을 결여한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서 유효성을 지닐 수 없음
- 그리고 이처럼 투명성 원칙에 배치되는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큰 잠재적 위험을 동반
- GDPR은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결과를 어른만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각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3 -

2022년 5월호(3)
• 또한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원클릭으로 동의가 가능했다면 동의 철회 역시
원클릭으로 가능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크패턴 활용은 GDPR 같은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각국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안이 될 수도 있음

3. 미국의 다크패턴 규제 행보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 Act)과 네거티브 옵션 규제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ROSCA) 등을 근거로 위법적인 다크패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성명을 작년 10월 발표
• FTC Act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상거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FTC는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이미 일부 수행하고 있음
• ROSCA는 네거티브 옵션(negative option: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때까지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채택한 사업자에 대해 ‘사전 고지
및 명시적 동의 획득’과 ‘손쉬운 계약 철회’ 지원을 의무화
- ROSCA에 따라, 네거티브 옵션을 채택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일정
기간마다 과금, 일정 기간 이후 요금 상승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
인터페이스 인근에 고지문을 배치하지 않거나, 미리 체크된 동의박스를 동원하거나,
고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엉뚱한 언어를 덧붙이거나, 계약 철회가
어렵게끔 해서는 안 됨
• FTC는 다크패턴 단속과 더불어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감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그 바탕에는 기존의 형식적인 ‘고지-동의’ 절차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음
- 이와 관련, FTC의 Lina Khan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지난 4월 개최된 <Global Privacy
Summit>에 참석해 ‘시장 지배적인 기업들과 기타 광범위한 해악을 유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22.4.11.)
- 읽을 엄두조차 안 날 만큼 방대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들이밀면서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는 ‘철 지난 방식’으로는 오늘날의 시장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게 Khan 위원장의 판단
- 이에 FTC는 주요 기업들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한정된 자원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큰 파급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며, 데이터 과학자, AI 연구자, 사용자경험 디자인
전문가 등 관련 인력도 이미 확충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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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이
기만적인 다크패턴을 활용해 소비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끔 유도했다는 이유로
신용도 평가 업체인 TransUnion을 실제 고소
• 소비자 입장에서는 TransUnion의 월단위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서도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1회성 무료 보고서를 요청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웠다는 게 CFBP의 판단

▶ 한편, 미국 연방의회 및 주의회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되고 있음
• 미국 연방상원의 Mark R. Warner(버지니아, 민주당) 의원과 Deb Fischer(네브래스카,
공화당) 의원 등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만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DETOUR(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법안을 2021년 12월 재발의
- DETOUR Act는 월 실질이용자 수가 1억 명 이상이고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혹은 그런 목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설계/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충동적 플랫폼 이용을
야기할 수 있는 설계 기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행태 실험 목적의 소비자
세분화(subdividing or segmenting)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시행해서도 안 됨
•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새 개인정보보호법인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2023년 1월 시행)는 ‘다크패턴을 동원해 획득한 동의는 유효한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의

CPA(Colorado

Privacy

Act,

2023년 7월 시행) 역시 그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4. EU의 다크패턴 규제 행보
▶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고 이미 다수의 제재를 시행
• 일례로 Google의 경우는 개인화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GDPR 제12조 및 제13조 위반) 유효한 동의도 얻지 못했다는(GDPR
제6조제1항제a호 위반) 이유로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로부터 5,000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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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Meta의 WhatsApp은 프라이버시 정책 및 관련 페이지에서 GDPR 제13조의
안내 사항 일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굳이
링크를 타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야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을
동원하는 등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부터
작년 9월 2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
- 이와 관련, WhatsApp은

‘링크 활용은 이용자들이 여러 종류의 문서를 손쉽게

오가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DPC는 ‘마땅히 안내해야 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표2_ WhatsApp의 GDPR 제13조 준수 여부에 관한 DPC의 조사 결과8)
조목

의무 고지 사항

결론

제1항제a호

컨트롤러와 그 대리인(있을 경우)의 신원 및 연락처

준수

제1항제b호

(있을 경우) DPO의 연락처

준수

제1항제c호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위반

제1항제d호

‘정당한 이익(GDPR 제6조제1항제f호)’에 근거를 두는 경우, 컨트롤러 혹은
제3자의 그 정당한 이익

위반

제1항제e호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자 혹은 수신자의 범주

위반

제1항제f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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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제2항제a호

개인정보 보유 기간(혹은 그 기간의 산정 기준)

위반

제2항제b호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 및 반대권, 이동권

준수

제2항제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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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제2항제d호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제2항제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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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준수
위반

• 그리고 TikTok은 2018년 5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8일9)까지 네덜란드 이용자에게
영문으로만 프라이버시 정책문을 제공10)함으로써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 미성년 이용자들에 대해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부터 작년 7월 75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
8) 상기 WhatsApp 케이스에서 GDPR 제13조제1항의 제c호, 제e호, 제f호 위반 사항 및 13조제2항의 제c호 위반 사항은
GDPR 제12조제1항 위반 사항이기도 함
9) TikTok은 2020년 7월 29일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AP의 조사 및 처분은 그 이전의 기간만을 다룸
10) 2020년 7월 29일부터는 네덜란드어로 프라이버시 정책을 제공했고 네덜란드어를 쓰는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문서 제작 및 제공

- 6 -

2022년 5월호(3)
• 이 같은 EU의 다크패턴 제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수장인
Wojciech Wiewiorowski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실질적인

선택지가

좁아질수록 개인은 취약해진다‘며, 다크패턴 등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언급

▶ 아울러 EU는 조만간 법제화될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을 통해 상품/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
•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채택한 DSA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저해해선 안 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요청하면서 동의 옵션을 상대적으로 눈에 더 잘 띄게끔
제시하는 행위
- 이용자가 이미 거절한 사항(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행위
- 이용자 스스로 선택한 설정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
- 서비스 가입 절차에 비해 해지 절차를 더 번거롭게 구성하는 행위

▶ 한편, EU 회원국 감독기구 사이에서는 GDPR 등 EU법이 아닌 자국법을 근거로
다크패턴 제재를 시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가 쿠키 수락과 거부에 동등한 난이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oogle과 Facebook(Meta)에 각각 1억 5,000만 유로와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22.1.6.)
- Google 계열 웹사이트(google.fr, youtube.com)와 Facebook 웹사이트(facebook.com)는
이용자들에게 버튼 하나로 쿠키를 수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 그러나 양사 모두 쿠키 거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클릭을 해야만 전면 거부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함으로써 프랑스 이용자들의 동의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고
‘쿠키 거부도 수락만큼이나 쉬워야 한다’는 프랑스 정보보호법(Loi Informatique et
Libertés)11) 제82조의 동등 난이도 원칙을 위반
11) EU의 e프라이버시지침(Directive 2002/58/EC)에 준해 쿠키 관련 사업자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프랑스 국내법이며, 쿠키
데이터가 개인정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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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IL은 Google LLC와 Google Ireland에 각각 9,000만 유로와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Facebook Ireland에도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아울러 CNIL은 3개월 내에 문제 사항을 시정하여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동의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양사에 지시했고, 이를 시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10만
유로의 지체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할 방침
- CNIL이 GDPR이 아닌 자국법을 근거로 이번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은 GDPR의
단일창구 제도(one-stop-shop mechanism)12) 배제한 채 자신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선택일 수 있음
- 참고로, CNIL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 제82조 가이드라인(‘19.7.4.)을 통해 비필수
쿠키 관련 동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음

표3 _ CNIL이 제시한 비필수 쿠키 관련 동의 요건
구분

내용

능동적 동의

비필수 쿠키는 오직 정보주체의 능동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며, 미리 체크 표시된 박스나 약관을 활용해 획득한 동의는 능
동적 쿠키 동의로 인정되지 않음

자유의지에 의한 구체적 동의

쿠키 허용 여부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고, 그 동의는
각각의 쿠키 활용 목적에 대해 개별적이어야 함

고지

컨트롤러 신원, 쿠키 활용 목적, 동의 철회 안내 등 쿠키 관련 정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주체에게 제공돼야 함

입증 책임

쿠키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획득했음을
항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철회 지원

동의 철회는 동의 전달만큼 쉬워야 함

12) Google과 Facebook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GDPR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가 관할권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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