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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EDPB, GDPR 위반 과징금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 발간
▶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이하 EDPB)는 <GDPR 위반 과징금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초안(Version 1.0) 발표(2022.5.12.)
*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Guidelines 04/2022 on the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GDPR (Version 1.0)

• 동 가이드라인은 당초 2017년 10월 3일 제29조 작업반이 채택한 <GDPR 이행을 위한
행정 과징금 적용과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을 지님
*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and setting of administrative fines for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2016/679

• 공개 의견 수렴(‘22년 5월 16일~6월 27일) 실시 후 연말에 가이드라인 최종 버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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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산정 방법론
▶ EDPB는 가이드라인에서 GDPR 위반에 대한 행정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투명한 접근 방식을 달성하기 위해 방법론 제시
• 일관적이며 투명한 방식을 지향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을 획일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감독기구들의 재량에 따른 위반사례별 최적화된 방식 채택을 배려
• 최소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고 감독기구들이 위반의 심각성 또는 침해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액 조정 가능(GDPR 제83조제2항)
표1 _ GDPR 제83조제2항
제2항 행정 과징금은 각 개별 사례의 정황에 따라 제58조제2항의 (a)-(h)호 및 (j)호1)에
언급된 조치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그 대신 부과되어야 한다. 각 개별 사례에서 행정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거나 행정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a) 관련 정보처리의 성격, 범위 또는 목적을 고려한 침해의 성격, 중대성 및 기간, 그리고
영향을 받은 개인정보 주체의 수와 피해 정도
(b) 고의적이거나 태만한 침해 특성
(c) 개인정보 주체가 입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취한 조치
(d) 제25조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이행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을
고려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책임의 정도
(e)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과거의 관련 침해 건
(f) 침해를 구제하고 침해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기구와의 협력 수준
(g) 침해로 영향을 받은 개인정보의 범주
(h)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침해를 통보했는지 여부 및 그런 경우 통보의 정도 등 침해
사실이 감독기구에 알려지게 된 방식
(i)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제58조제2항의 조치를 사전에 명한 경우,
해당 조치의 준수 여부
(j) 제40조에 따른 공인 행동강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인인증 메커니즘의 준수
(k) 침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재정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과 같이 해당
사례의 정황에 적용 가능한 기타의 악화 또는 완화 요인

1) GDPR 제58조 권한 제2항 각 감독기구는 다음의 시정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 (a)호~(h)호, (j)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호 GDPR 조문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경고 발령 (b)호 조문을 위반할 경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를 견책 (c)호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 주체가 GDPR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르도록 지시 (d)호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처리를 할 경우 GDPR을 준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식과 기간 내에 하도록 지시 (e)호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통지하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지시 (f)호 처리에 대한 금지 등, 임시 또는 확정적 제한 부과 (g)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처리의
수정이나 삭제 또는 제한을 지시하고, 제17조(2) 및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수령인들에게 이러한 행동
조치에 대한 통지를 지시 (h)호 인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철회하거나
인증기관에게 제42조 및 제42조에 의거해 발급된 인증을 철회하라고 지시하거나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시 (j)호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수령인으로의 정보 이동 중지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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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개변수를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GDPR

제83조제4항~제6항에 규정된 법정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과

표2 _ GDPR 제83조제4항~제6항
제4항 다음과 같은 조문에 대한 침해는 제2항에 따라 10,000,000 유로에 이르는
행정 과징금, 또는 사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의 2%에
이르는 행정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의 처분을 받는다.
(a) 제8조, 제11조, 제25조~제39조,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b)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의무
(c) 제41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의 의무

제5항 다음과 같은 조문에 대한 침해는 제2항에 따라 2천만 유로에 이르는 행정
과징금, 또는 사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의 4%에 이르는
행정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의 처분을 받는다.
(a) 제5조~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동의 조건을 비롯한 정보처리의 기본 원칙
(b) 제12조~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c) 제44조~제49조에 따른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수령인에게로의 개인정보 이전
(d) 제IX장에 따라 채택된 회원국 법률에 따른 의무
(e)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독기구가 내린 명령, 또는 정보처리의 한시적 또는 확정적 제한,
또는 개인정보 이동의 중지를 준수하지 않거나 열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58조제1항을 위반

제6항 제58조제2항에 명시된 감독기구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동 조 제2항에 따라
2천만 유로에 이르는 행정 과징금, 또는 사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의 4%에 이르는 행정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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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산정은 감독기구의 재량에 따르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GDPR은 최소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고 GDPR 제83조제4항~제6항에서 최고액만을 규정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EDPB는 5단계의 과징금 절차 방법론을 마련

표3 _ GDPR 과징금 산정 5단계 절차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사례의 개인정보 처리 작업을 식별하고 GDPR 제83조제3항의 적용을 평가
사례에 적합한 과징금 액수 산출을 위한 시작점 결정
- GDPR 제83조제4항~제6항 분류

2단계

- GDPR 제83조제2항(a), (b) 및 (g)에따른 침해의 심각성 검토
- GDPR 제83조제1항에 따라 효과적이고 억제력이 있으며 비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업자의 매출액 검토

3단계
4단계
5단계

컨트롤러/프로세서의 과거 또는 현재 행동과 관련된 악화 및 완화 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을 증액 또는 감액
개인정보 처리 작업에 대한 법정 최고액 식별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GDPR 제83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효과성, 억제성 및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을 증감

2. 과징금 산정 5단계
(1) 1단계: 처벌 가능한 행위 식별

▶ 가이드라인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전에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행위(행위에 관한 실제 상황) 및 위반(처벌 대상에 대한 추상적인 법적 설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실제로, 특정 사례는 하나의 처벌 가능한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동일 또는
별도의 처벌 가능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포함될 수 있음

▶ GDPR 제83조제3항에 의거,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동일하거나 또는 연관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고의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여러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총액은 가장 중대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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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_ GDPR 제83조제3항
제3항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여 동일하거나 연계된 정보처리
작업에 대해 본 규정의 여러 조문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 과징금 총액은 가장 중
대한 침해에 대해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이드라인 제3장(Chapter 3)은 GDPR 제83조제3항에 의거, 동시적인 침해와 적용에
대한 절차를 제시
• 유럽의 법원 판례에 명시된 동시성(Concurrency)에 관한 회원국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양한 적용 범위와 법적 결과를 고려하면 동시적인 침해와 적용에 대한 절차를
다음의 3개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위반의 동시성(Concurrence of offences)2), 행위의 일관성(Unity of action), 행위의
복수성 (Plurality of actions)
▶ 동시적 위반과 관련해 위반의 동시성, 행위의 일관성, 행위의 복수성의 영역구분은 자체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체계에서 다양한 구분에 따라 적정한 위치를 갖도록
사례(Case)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음 (참조: 아래 과징금 산정 절차도)
• 사례 상황(사건)이 단일의 처벌 가능한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는가(가이드라인
Chapter

3.1),

아니면

별도의

복수의

처벌

가능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가이드라인 Chapter 3.2)
- 사례별로 단일 또는 복수의 처벌 가능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연결된 처리 작업들이 잠재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행위로 구성되는지 확인 필요
- 복수의 처벌 가능한 행위라고 판단되면(가이드라인 Chapter 3.2), 개별적인 법정
최고액

내에서

해당

행위

및

주체별

단일

또는

복수의

과징금

결정을

별도로(복수로) 산정(행위의 복수성)
• 단일 처벌 가능한 행위인 경우(가이드라인 Chapter 3.1), 해당 행위가 단일 위반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복수 위반을 유발하는가를 결정
- 단일 위반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반의 법정 최고액 내에서 단일 위반에
대한 단일 과징금(동시성 없음)

2) 범죄의 동시 원칙(명백한 동시성 또는 잘못된 동시성이라고도 함)은 한 조항의 적용이 다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됨. 즉, 법률조항의 추상적 수준에서 이미 동시성이 이루어지고, 이는 규정이
동일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 종종 적용되는 특수성, 보조성 등의 원칙에 근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두 번 제재하는 것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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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위반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상황 판단을 실시
• 해당 행위가 복수 위반들을 유발하고, 복수의 위반사항들 서로 관련성이 배제된
단일행위인가(가이드라인 Chapter 3.1.1), 아니면 복수의 위반사항들이 서로 배제되지
않고 연관되는가?(가이드라인 Chapter 3.1.2)
- 첫째 경우(가이드라인 Chapter 3.1.1), 해당 행위에 대해 단일 위반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법정 최고액 내에서 해당 위반에만 기초하여 과징금 산정(법의 동시성)
- 둘째 경우(가이드라인 Chapter 3.1.2), GDPR 제83조제3항에 따른 법정 최고액 내에서
과징금은 관련된 위반 모두를 고려하여 산정됨(행위의 일관성, 처리의 일관성)

그림 _ 과징금 산정의 절차도

출처: EDPB3)
3) EDPB, Guidelines 04/2022 on the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GDPR”,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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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과징금의 시초금액 결정

▶ 과징금 시초금액 설정은 아래 세 가지 기준들을 통해 결정
• GDPR 제83조제4항~제6항의 분류에 따른 침해의 성격
• GDPR 제83조제2항 (a)호, (b)호 및 (g)호에 따른 침해의 심각성
• GDPR 제83조제1항에 따라 효과적이고 억제력이 있으며 비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업자의 매출액 고려
▶ 시초금액은 침해의 종류가 GDPR 제83조제4항에 따라, “1천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GDPR 제83조제5항-제6항에 따라 “2천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매출액의 4% 이하의 과징금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 과징금 시초금액 설정 기준들은 감독기구가 침해의 심각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심각도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침해
수준에 의한 시초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낮은 수준의 침해: 시작점 - 법적 최대액의 0-10%
• 중간 수준의 침해: 시작점 - 법적 최대액의 10-20%
• 높은 수준의 침해: 시작점 - 법적 최대액의 20-100%

표5 _ 시초금액 산정 예시
<사례>
•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매출액이 5십만 유로인 스타트업이 높은 수준의
침해를 범하였고 감독기구는 해당기업에 16,000 유로의 시초금액 산정
<산정 근거>
• 감독기구는 GDPR 제83조제5항, 제6항과 50만 유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천만 유로를 최고액으로 산정
• 침해수준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 침해인 위의 금액은 4백만 유로(20%)
- 2천만 유로(100%)까지 범위에 해당함
• 연간매출액이 5십만 유로인 점을 감안하여 위의 금액의 0.2%를 시초금액으로
산정 가능(8천 유로 - 4만 유로)하며, 시초금액은 차후에 효과성, 비례성,
억제성 요소를 고려하여 재조정

- 7 -

2022년 6월호(1)

(3) 3단계: 침해상황의 완화 또는 악화 요소 판단
▶ 완화 상황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며(GDPR
제83조제2항에 명시된 기준 사용), 침해상황을 파악하는 행정조사가 일어나기 전에
취한 조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
▶ 행정조사 전 조치의 비중이 높지만, 감독기구와 협조는 추가적인 침해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감독기구에 침해사실을 고지한
이후 감독기구와의 협력 수준도 고려해야 함
• 감독기구가 침해행위 불만 혹은 고발 접수를 통해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위반사항을 알리는 것은 과징금 완화 요소가 될 수 있음

(4) 4단계: 법정 최고액 확인
▶ 연매출액은 고정 최고액과 동적 최고액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
• 정부주체 사업자 또는 기업의 책임 범위와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제83조제4항~제6항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연매출액을 고려해야 함
• GDPR에 따라 기업에 행정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의 개념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 제101조
및 102조4)의 개념을 따름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라 TFEU 제101조 및 102조에 따르면 여러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단일한 경제단위(Single Economic Unit, SEU)5)로
표기 가능
- 여러 경제 단위가 단일한 경제단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체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자유로운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기업의 모기업이 다른 기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경제적, 법적 및 조직적 연결에 기반(예: 참여 금액, 인력 또는 조직적
유대, 지침 및 회사 계약)
4) TFEU는 EU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함께 유럽연합(EU) 헌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양대 조약.
EU의 역할, 정책,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01조와 제102조가 들어 있는 제7편(Title Ⅶ은
경쟁과 과세 등을 다루고 있음. 제7편제1장은 경쟁법으로 여기에 속한 제101조는 유럽경제지역(EEA)의 내부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카르텔 및 기타 협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제102조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 EU 경쟁법 상의 용어로 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규제 범위를 정하는 도구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 모자회사
관계를 100% 지분 보유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단일한 경제단위 성립에 대한
강한 추정을 행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실질 분석을 통하여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행위할
가능성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기초하여 단일한 경제단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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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최대액(1천만 유로 이하 또는 2천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과 동적 최대액(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또는 4% 이하의 과징금) 결정
• 5억 유로의 2%는 1천만 유로이고 5억 유로의 4%는 2천만 유로이기 때문에 동적
최대액은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이 5억 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음
• 연간 매출액이 30억 유로인 경우 고정 상한선이 2천만 유로인데 반해, 동적 상한선은
1억 2천만 유로이며, 따라서 법적 최대액은 2천만 유로 이상이 될 수 있으나 1억
2천만 유로를 초과할 수는 없음
• 연간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인 경우 고정 상한선이 1천만 유로인데 반해, 동적
상한선은 9백만 유로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법적 고정 상한선인 1천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5) 5단계: 개별 재조정
▶ 부과된 과징금을 각 개별 사례에서 효과성, 비례성, 억제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감독기구가 확인해야 함
• (효과성) 규칙준수 재설정, 불법행위 처벌 등 과징금 부과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비례성) 채택된 조치가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적절한 조치방안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가장 부담이 적은
방안을 선택하여 조치해야 함
- 감독기구는 예외적인 경우, ▲관련 사업체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 ▲가치 손실의 증거
▲특정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억제성) 과징금은 진정한 일반 억제 효과(다른 사람이 미래에 동일한 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 등)와 특정 억제 효과(과징금을 받는 사람이 동일한 침해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 등) 효과가 있어야 함
- 감독기구가 금액이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징금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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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 매출이 많은 모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과징금을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통제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의 관계형성과 사업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자회사가 경제적 구조에 있어 모회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도 자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모회사와 부분적으로만 종속되어 있을 수 있음
• 모회사가 자회사에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의 종속관계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속단하거나 객관화할 우려가 있음
▶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산정에서 효과성, 억제성, 비례성의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이드라인의 과징금 산정 방법론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
• 과징금 산정 방식은 근본적으로 각 개별 사례의 특수성에 무게를 두며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결과보다는 절차적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럽사법재판소에서

GDPR

위반금과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

가이드라인의 과징금 관련 조항들의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향후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초석의 역할이 가능 할 수 있음

Reference
1. EDPB, “Guidelines 04/2022 on the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GDPR”, 2022. 5. 12.
2. EDPB, EU: EDPB guidelines on the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2022.6
3. WP29,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and setting of administrative fin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 2016/679,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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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트로크 로깅 기반 원격근무자 감시 관련
미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추진 동향

[ 목 차 ]

1. 배경
2. 키스트로크 로깅 기술
3. 연방 법률
4. 주 법률
(1) 코네티컷 직원 전자 모니터링법
(2) 델라웨어 법
(3)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련 법
(4) 뉴욕주 전자 모니터링 법
(5) 기타

5. 평가 및 기업(고용주) 측면의 시사점

1. 배경

▶ 코로나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에 따라 많은 기업의 인력이 원격근무로 전환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2022년 전 세계 근로자의 31%가 원격근무 방식(혼합형
및 완전 원격근무 포함)으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6)
•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선진국 근로자의 20~25%가 주 3~5일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팬데믹 발생 이전 대비 4~5배 높은 수준7)
6) Gartner, Gartner Forecasts 51% of Global Knowledge Workers Will Be Remote by the End of 2021,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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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근무와 원격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작업 모델이 점차 고착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격 작업자가 조직 내 정보
시스템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격 모니터링 기술 활용이 확산
• 직원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툴로는 직원 컴퓨터의 키보드 동작을 추적하는 키스트로크,
스크린샷, 음성/동영상 저장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는 중
▶ 이하에서는 고용주가 조직 전반의 원격 직원 모니터링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로
활용 중인 ‘키스트로크 로깅(keystroke logging 또는 keylogging)’과 관련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과 고용주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해 검토코자 함

2. 키스트로크 로깅 기술
▶ 키스트로크 로깅은 사용자 키보드에서 이루어지는 키 입력을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는 기술
• 동 기술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할 목적으로 배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버보안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적법한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직원의 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용주가 컴퓨터에 의도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키스트로크 로깅 기술은 업무 관련 데이터 이외에도 직원의 개인 의료 및 재무 정보 또는
개인 로그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이 가능
• 특히, 키스토로크 로깅은 직원이 입력하는 모든 문자에 대한 캡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타 유형의 시스템 모니터링 방식보다 잠재적으로 더 침해적인 요소가 큰 것으로 간주
▶ 키스트로크 로깅 기술은 일반적으로 ▲API와 ▲하드웨어 호스트 기반 기술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음
• (API) 일반적인 키로깅 솔루션은 API 기반 키로거로, 소프트웨어가 키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하여 직원의 키 입력값을 저장
- 키를 누를 때마다 키보드는 Microsoft Word 또는 Slack 등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알림을
보내 입력된 문자가 사용자의 화면에 나타나도록 함
- API 기반 키로거는 이러한 알림 정보와 로그 기록을 저장할 수 있음
• (하드웨어) 하드웨어 키로거를 키보드에 내장하거나 키보드 또는 컴퓨터에 연결된 USB
또는 물리적 장치를 사용하여 배포하는 형태
- 캡처된 키로그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닌, 물리적 키스트로크 로깅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캡처하고 저장
7) McKinsey Global Institute,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2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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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 법률

▶ 명시적으로 미국 연방 차원의 법률에서는 키스트로크 로깅을 다루고 있는 법은 아직
없으나,

미국

최초의

관련

규제로는

1986년의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ECPA)8)에서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통신 감청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1968년 연방감청법(Federal Wiretap Act)의 개정으로 제정된 ECPA는 직장에서의
전자통신 감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연방 법령
• ECPA는 3편에 걸쳐 전자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접근 또는 관련 도구 설치를 금지
표1 _ 미국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법(ECPA)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조항
편(Title)

조항

제1편

§2510(연방감청법)

제2편

§2701-2712(저장통신법)

제3편

§3123(d)(2)

조문
구두, 유선 또는 전자통신 상의 감청을 금지
저장된 전자통신 기록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금지
법원 영장 없이 저장, 라우팅 또는 신호 모니터링 도구를 설치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 ECPA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전자통신 개입(키로깅 기술을 포함)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 법령에는 해당 금지 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예외 단서가 포함
•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사업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서 특정 전자통신에 대한 고용주의 감시
행위를 허용(사업 목적 예외)하며, 고용주가 직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 직원의
전자통신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정보 주체 ‘동의’ 의무에 대한 예외 조건으로 가능)
▶ 미국 법원은 키스트로크 로깅에 대해 법령의 맥락 내에서 특정 기술 활용으로 인해
'감청(interception)'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ECPA 법 테두리 내에서 로깅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경우가 일반적
• ECPA 또는 연방감청법은 주 간(interstate) 상거래 과정에서 통신 감청이 발생되어야 위반
제기가 가능하나, 특정 키 로깅 개입은 전적으로 로컬 컴퓨터 단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 및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
▶ 미국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 NLRA)은 직원 모니터링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이 마련되지 않음
• 다만, 일부 법원에서는 직원의 노조 활동 억압에 활용될 수 있는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8)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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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방정부의 감독기구들 중에는 직원 모니터링에 특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
사례가 관찰되지 않음
• 국가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나 노동부와 같은 행정 조직은 행정
절차상의 직원 모니터링과 관련된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러한 결정문은 법률
준수 관점에서 볼 경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성격보다는 판례법(case law)에 보다 가까운 편

4. 주 법률

(1) 코네티컷 직원 전자 모니터링법
▶ 코네티컷주 일반법령의 ‘코네티컷 직원 전자 모니터링법9)’은 고용주들이 실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유형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전 서면 통지 제공을 의무화
• 코네티컷주의 고용주들은 전자 모니터링 관행에 대한 통지문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하며,
통지 대상은 신규 직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아니 함
• 동 법은 민간 및 주 정부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코네티컷주 직원 전자 모니터링법
하에서의 ‘전자 모니터링‘은 '직접 관찰 이외의 방법으로 직원의 활동 또는 통신에 관한
고용주 구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코네티컷 직원 전자 모니터링법은 직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고용주 또는 다른 직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대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전자 모니터링 실시가 가능
• 동 법의 시행 주체는 코네티컷주 노동위원회(Connecticut Labor Commissioner)이며, 법
위반 시 5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의 민사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2) 델라웨어 법

▶ 델라웨어 법10)에서는 전화 전송, 전자 메일 및 인터넷 액세스 또는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서면 통지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용주에게 의무화
• 코네티컷 법과 마찬가지로 델라웨어 법 역시 민간 및 주 정부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동 법은 고용주가 두 가지 통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 특징적

9) The Connecticut Employee Electronic Monitoring Law, §31-48D of Chapter 557 of Title 31 of Volume 9
10) §705 of Subchapter I of Chapter 7 of Title 19 of the Delawa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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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고용주는 고용주가 제공한 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직원이 접속할 때 일 단위로 통지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일회성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의 통지문을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각 위반 건에 대해 100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 내 모든 관할 법원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

(3)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련 법

▶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11)과 후속 법률인 2020년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12)은 직원들에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권리(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및 삭제 권리)를 확대
• CCPA는 직원 모니터링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일정 규모13) 이상의 조직을
대상으로 다음의 의무 사항을 적시함으로써 직원의 권리를 보호
- 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 어떤 유형의 직원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지 공개할 것
-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직원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
- 제3자에게 판매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옵트아웃 행사 권한을 직원에게 부여할 것
-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판매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공개하고 통지할 것
•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CPRA 하에서 직원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의 효력
발생일을 ’23년 이후로 연기
▶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과 2020년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직원에게 통지를 규정14)
• 동 법들에 따르면,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수집 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함
• 이때,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인터넷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광고와의 (근로자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브라우징 이력, 검색 이력 및 정보' 등이 포함
• 이외 기타 고용주의 직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11)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12) 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13) 연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10만 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 매입 및 공유하는 기업 및 개인정보 판매
에 매출이 총 연매출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14) Cal. Civ. Code §§1798.100-1798.1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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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공개할 것
- 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 직원 개인정보를 수정할 것
- 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 특정 유형의 행동 광고에 대해 개인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방법과 CPRA에 따른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개인
정보보호 정책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

버지니아, 콜로라도 주법과의 비교
▶ 캘리포니아주 외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법을 보유한 버지니아와 콜로라도주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조적으로 버지니아주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15)(CDPA)과 콜로라도주의
프라이버시법(CPA)16)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를 규정할 때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조직 내 직원은 배제
• 이러한 뚜렷한 접근법의 차이는, 기업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함에
있어서의 유연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4) 뉴욕주 전자 모니터링 법

▶ 뉴욕 주 캐티 호우컬(Kathy Hochul) 주지사는 2021년 11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대적으로 전환된 전자 기반 원격 작업 환경 하에서의 직원과 노동자 프라이버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권법(Civil Rights Law)을 개정한 전자 모니터링법17)에 서명,
2022년 5월 7일부로 발효
• 동 법은 특정 직원의 활동이나 통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세스만을 적용 범위로 삼고
있으며, 수신 또는 발신 이메일, 전화 음성 메일 또는 인터넷 사용의 유형이나 양을
관리하도록 설계되거나 시스템 유지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만 수행되는 활동은 제외
▶ 동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모든 전자 기기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에 대해 직원의 접속을 '감시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는
통지문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 통지문은 모든 전화 통화, 전자 메일 통신, 인터넷 액세스 또는 사용이 '언제나 그리고
어떠한 합법적인 수단으로든'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함
15)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16) Colorado Privacy Act
17) Electronic Monitoring Law, Senate Bill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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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통지문은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송되어야 하며, 직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수령 사실을 확인해야 함
• 또한, 고용주는 통지문을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해야 함
• 동 법 발효 시점을 기해서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에게는 통지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통지문은 물리적 장소 또는 회사 인트라넷 등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와 방법으로
게시되어야 함
• 동 법의 목적은 직원의 이메일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고용주에게 이러한 모니터링 행위에
관해 직원에게 통지문을 제공토록 하는 데 있음(Section 2628)
- 즉, 동 조항은 이메일에 더해 추가적으로 전자 시스템의 모니터링까지 포괄
• 동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최초 위법 사항 적발 시 최대 500달러, 2차 적발 시,
1,000달러, 3차 및 그 이후 각각의 위반 건에 대해 3,000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기타

▶ 뉴욕주와 같이 법률로 제정된 조치들 외에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일부

주에서는

주

헌법(constitution)을

통해

시민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
• 주 헌법에 명시적으로 선언된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은 하위 법령의 유권 해석에 있어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고양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표2 _ 미국 주요 주(州) 헌법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조항
헌법 명

조항

조문
모든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를 즐기고

Article Ⅰ
캘리포니아주 헌법

Declaration oF

(California Constitution)

Rights
Section 1

방어하는 것,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보호하는 것, 그리고
안전, 행복, 사생활을 추구하고 얻는 것이 있다.

All people are by nature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inalienable rights. Among these are enjoying and
defending life and liberty, acquiring, possessing, and
protect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safety, happiness, and privacy.

Article Ⅰ
플로리다주

헌법

(Florida Constitution)

사생활의 권리.—모든 자연인은 본 문서에 달리 규정된

Declaration oF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질

Rights

권리가 있다. 동 조(section)는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 기록
및 회의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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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명

조항

조문
되어서는 안 된다.

RIght of privacy.—Every natural person has the right
Section 23
Right of privacy

to be let alone and free from governmental intrusion
into the person’s private lif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limit the public’s right of access to public records
and meetings as provided by law.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 재산, 의사소통, 집, 문서 및

Article Ⅰ
Declaration oF
루이지애나주 헌법

Rights

(Louisiana Constitution)

부당한 수색, 압수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Every person shall be secure in his person, property,

§5.

communicati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Right to Privacy

unreasonable searches, seizures, or invasions of
privacy.

Article Ⅰ
Declaration oF
Rights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헌법
(South Carolina
Constitution)

Section 10
Searches and
Seizures;
Invasions of
Privacy

개인·주택·문서 및 부당한 수색·압수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and unreasonable
invasions of privacy shall not be violated,

출처: 각 주 의회 사이트 법령 DB

감청 및 키스트로크 로깅 관련 미국 법원의
판례
▶ 미국 내 법원들의 감청법 및 키스트로크 로깅과 관련된 법률 해석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
• 일부 주 법원은 관련 법률을 좁게 해석하여 직원의 통보와 동의 없는 키 로깅
활동을 허용한 바 있음: Lane v. CBS Broadcasting, Inc., et al., 2008 WL
8475407 - holding that if a keylogger does not intercept electronic
communications under the federal act, it cannot be deemed to do so
under the terms of the parallel state statutes.
• 다른 주 법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법 해석을 통해 키스트로크 로깅을 주간
통신에 상관없이 동의가 없을 경우 전자통신 감청 활동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Rich v. Rich, No. BRCV200701538, 2011 WL 3672059 (Mass.
Super. July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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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기업(고용주) 측면의 시사점

▶ 연방 법과는 달리 주 법률 하에서는 고용주의 시스템이 주 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주에 대해 키스트로크 로깅 감청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미국 연방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법(ECPA)은 직원 통신을 모니터링할 때 고용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최소한도의 제한 사항을 규정
• 그러나, ECPA의 경우 주법이 직원들의 사생활 이익 증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제약을
부과할 경우 개별 주법에 우선하지는 않음
- 예를 들어, 코네티컷과 델라웨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통신을 감시하거나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ECPA 법이 아닌 주 법에 따라 고용주에 대해 민사상의 처벌이 가능
- 다만, 통지 요건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예외 조항을 설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코네티컷 법률 하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위법 행위로부터 고용주 자신과 다른 직원을
보호할 목적 하에서는 직원에 대한 감시를 허용
• 한편, 최근에 시행된 뉴욕 주 전자 모니터링 법은 키스트로크 로깅 등 기업에 의한 감청
행위가 있을 시 이에 대한 기업의 ’통지‘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이 같은 조항은 주 헌법에서 부각되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연장선에서 기업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원격근무자에 대한 감시 기능과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대목
▶ 연방과 주 법 체계 내의 현행 법들은 키스트로크 저장 행위 자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적용은 개별 법원의 해석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
• 고용주 입장에서는 원격근무자 감시 관행에 대한 법률 불확실성이 크며, 특히 사업장이
미국 내 여러 주에 걸쳐 소재한 경우 키스트로크 로깅 기술 적용에 따른 리스크가 큰 상황
▶ 따라서, 미국의 경우 현재 고용주는 조직 내 키스트로크 로깅 적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전에

직원들에게

명시적인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적의 대응 조치
• 미국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당위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으며, 고용주의 감시 정책에 대한 통지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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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트로크 로깅 자체가 원격근무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간섭적인
조치로 여겨질 수 있으며 직원-조직 간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키스트로크 로깅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업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즉, 고용주는 동일한 생산성 및 보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키스트로크 로깅 이외의
보다 덜 침해적인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고용주가 키스트로크 로깅 솔루션이 조직에 실제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용주는
법적 제약 요소와 예외성을 고려하여 기술 사용을 검토해야 함
- 법·제도적인 분석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할 경우, 경영진은 사내 시스템상에서
키스트로크 로깅 활용을 위한 방침을 마련해야 함
- 이후 고용주는 모든 기존 직원과 새로 합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키스트로크 로깅 사용에 대한 해당 방침을 공유해야 함
-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키스트로크 로깅 사용을 통한 모니터링에 착수하기 위해 서면
동의서를 확보해야 함
- 또한, 키스트로크 로깅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이를 통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의 개인정보(예: 비업무적인 재무 또는 의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함

Reference
1. Data Guidance, New York: New law establishes employer requirements for notice of
electronic monitoring, 2022.5
2. Data Guidance, USA: Employee monitoring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keylogging
technology, 2022.7
3. Gartner, Gartner Forecasts 51% of Global Knowledge Workers Will Be Remote by the
End of 2021, 2021.6.22
4. McKinsey Global Institute,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2021.2.18.
5. The Washington Post, Keystroke tracking, screenshots, and facial recognition: The boss
may be watching long after the pandemic ends,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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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정보 개혁 정책 방향 담은‘정부 대응 문서’
주요 내용 분석

[ 목 차 ]

1. 공개 의견 수렴에 대한 정부 대응 문서 개요 및 구성
(1) 개요
(2) 구성 및 원칙

2. 정부 대응 문서 내 주요 이슈 분석
(1) 과학적 연구
(2) 개인정보 추가 처리
(3) 정당한 이익 균형 테스트
(4) AI와 머신 러닝
(5) 쿠키
(6)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자 지정 요건’ 제거
(7)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통신
(8)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서의 개인정보 용어 및 정의 표준화
(9) 생체인식 개인정보
(10) ICO 개혁

3. 결론 요약

1. 공개 의견 수렴에 대한 정부 대응 문서18) 개요 및 구성
(1) 개요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지난 ‘21년 9월 ’국가데이터전략(National
Data Strategy)‘ 추진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에 관한 제안 문서’19)를
발표하며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에 착수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18) Data: a new direction -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2022.6.23.
19) DCMS, Data: A new direction,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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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의견 수렴은 ‘21년 9월 10일부터 시작해 11월 19일까지 약 10주간 진행
•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이하 ICO) 및 영국 경제와 사회를 대표하는 관련 국내외 조직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으며, 학계, 기술 및 산업단체,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접수
- 이메일 584건, 설문조사 플랫폼 응답 2,240건 등 총 2,924건의 답변을 수집

▶ DCMS는 ’22년 6월 23일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 개혁 ▲성장 촉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제를 확보를 목적으로 ‘공개 의견 수렴에 대한 정부 대응 문서(이하, ’정부
대응 문서’)’를 발표하며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

표1 _ 영국 국가 데이터 전략 및 정책 추진 경과(‘22.7.20. 기준)
주요 사건

시기

추진 주체

비고

디지털문화
영국 국가데이터전략(National Data Strategy)
‘19.06.10. 미디어스포츠부
근거 공개 요청
(DCMS)
영국 국가데이터전략 발표

‘20.09.09.

DCMS

영국 국가데이터전략 공개 의견 수렴 실시

‘20.09.09.
~12.09.

DCMS

영국 국가데이터전략 공개 의견 수렴 결과 공개 ‘21.05.18.

DCMS

국가 데이터 전략 포럼 설립

DCMS

‘21.06.

- 수정본 공개
(‘20.12.09.)

- 첫 결과물 발간
(‘21.09.02.)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혁에 관한 제안 문서
‘21.09.09.
‘Data: A new direction’ 공개

DCMS

‘Data: A new direction’ 제안 문서에 대한 ‘21.09.10.
공공 의견 수렴 실시
~11.19.

DCMS

개인정보 보호법, 디지털, 인권, 브렉시트
‘22.05.10.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영국 여왕 연설

영국 여왕

‘Data: A new direction’ 제안 문서에 대한
‘22.06.23.
공공 의견 수렴 결과를 담은 정부 대응 문서 공개

DCMS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CO), 향후 전략 계획 문서
‘ICO25
–
Empowering
you
through ‘22.07.18.
information’ 공개

ICO

- ‘25년까지의 주요
전략 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정보 법안(Data
‘22.07.18.
Protection and Digital Information Bill), 하원 제출

DCMS

- 데이터 개혁 법안
- 1차 독회 진행

출처: Gov.uk, 넥스텔리전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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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원칙
▶ (구성) 정부 대응 문서는 도입부를 제외하고 크게 ①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장벽 해소,
② 기업 규제 부담 감소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③ 개인정보 이동 장벽 해소를
통한 무역 촉진, ④ 공공 서비스 개선, ⑤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이하 ICO)20) 개혁 등
5개 장으로 구성
• 위에서 제시한 5개의 장은 총 3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 각 세부 항목은 ▲문제 정의와 공개 의견 수렴 질의문항 ▲설문 응답자들의 주요 응답
내용 ▲향후 정부의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
▶ (원칙) 본 정부 대응 문서는 다음의 중요한 원칙을 유지
• 유연성 제공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
• 보다 중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확실성을 해치지 않는 동시에 기술 환경
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은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에 기여
• ICO에 대한 개혁은 리스크 대응을 기반으로 예방적 관리감독을 지향하며, 최선의 규제
관행을 통해 지배구조, 설명책임 및 투명성 부문을 개선

2. 정부 대응 문서 내 주요 이슈 분석
(1)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 정의를 법률에 명확화(공개 의견 수렴 중 질의문항 1.2.2, 1.2.3)
• (주요내용) 과학적 연구에 대한 내용은 현재 UK GDPR 전문 159(Recital 159)21)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으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
- 전문 159 내용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과학적 연구에 대한 정의로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공개 의견 수렴에서 질의

20)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1)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문
https://www.mishcon.com/uk-gdpr/recital/no-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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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결과)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대체로 찬성
- 응답자의 1/3은 근거로서 충분하다고 답하고, 1/3은 불충분하다고 했으며, 1/3은
특별한 견해가 없다고 답함
- 그러나 대다수의 응답자는 과학적 연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제안에는 찬성
- 법적 정의가 연구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과 가시성을 제공한다고 주장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현재 영국 GDPR 전문 159에 있는 과학 연구 일반에 관한 문구는 과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도록 하고 폭넓은 정의를 유지하도록 하는 적절한 기반을 제공
- GDPR의 운영 텍스트(operative text)에 ‘역사적 연구 및 통계적 목적’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현재 법률에서 인정하는 연구 분야 전반에 걸친 일관성과 명확성을
보장하면서도 명확성과 가시성을 확보
▶ 과학적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법률에 통합(질의문항 1.2.8)
• (주요내용)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서 처리 목적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과학적
연구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형태의 동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동의(broad consent)
사용을 명확화
• (설문결과) 엇갈린 견해
- (찬성) 일부는 유연성, 혁신 및 명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
- (반대) 반면 일부는 확실성이 부족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광범위한 동의 사용과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필요
- 정부는 ‘광범위한 동의’ 조항이 전문(Recital)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법률 표면으로 드러내 오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대중의 우려를
줄이고 인식 개선을 추진

(2) 개인정보 추가 처리
▶ ‘개인정보 추가 처리’에 대한 현행 조항의 명확성 개선 여부(질의문항 1.3.1)
• (설문결과) 엇갈린 견해
- (찬성) 현행 조항들이 불명확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개인정보 재사용’ 규칙과
관련한 조직의 규정준수에 대해 ‘조직 내에서 연구나 혁신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지적
- (반대) 반면 다른 응답자들은 현행 조항들이 ‘개인정보 추가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충분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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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방향) 제안 진행
- 정부는 현행 조항들에서는 명확성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 따라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가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재사용
되는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투명성’을 제공할 방침

(3) 정당한 이익 균형 테스트
▶ 정당한 이익 균형 테스트22)에 대한 면제(질의문항 1.4.1, 1.4.2, 1.4.3, 1.4.4)
• (주요내용) 정부는 조직/기업이 정당한 이익에 대한 균형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동의 요청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활동 목록’을 만들 것을 제안
• (설문결과) 엇갈린 견해
- (찬성) 균형 테스트 면제에는 동의하나 오용을 피하기 위해 ‘관련된 처리 활동의 정확한
정의’와 같은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
- (반대)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균형 테스트 면제 시 대중의 신뢰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 표명
- (공통) 대다수의 응답자는 아동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균형 테스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
• (정부방향)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여 정부는 신중하게 제안을 추진할 계획
- 범죄를 예방하거나 사생활 보호 우려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행하는 활동’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한 활동’등이 포함될 전망
- 정부는 향후 추가가 필요할 경우 ‘활동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부여할
것을 제안

(4) AI와 머신러닝
▶ AI 맥락에서의 공정성(질의문항 1.5.1, 1.5.2)
• (주요내용) 1) AI 기반 기술 개발 및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제 내에서 공정성에 관한 현행
법적 의무가 명확한지 여부와 2) 입법 체제와 규제 기관의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
평가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모색

22) EU GDPR과 UK GDPR에서는 조직과 기업이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에 대한 근거를 갖기 위해 다음 3가
지 테스트를 거칠 것을 요구 1) 목적 테스트 - 정당한 이익이 존재합니까?(Purpose test – is there a legitimate
interest behind the processing?) 2) 필요성 테스트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리가 필요합니까?(Necessity
test – is the processing necessary for that purpose? 3) 균형 테스트 – 정보주체 개인의 이익이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우선합니까? (Balancing test – do the individual’s interests override the legitim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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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결과) 일치되지 않는 다양한 응답
-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할 때 공정성과 관련하여 현행 법적 의무가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림
- 아울러 보다 광범위한 공정성 영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
① AI 개발자가 AI 개발 프로세스에서 현재의 공정성 및 편향 완화 도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침
② AI 개발에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기 평가
③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
④ 알고리즘 영향 평가 수행 및 게시
• (정부방향) 정부는 다음 제안을 추가로 고려
-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AI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므로 정부는 ‘AI 거버넌스 백서’의 일부로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할 예정
-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입법 계획은 없음
▶ AI의 편향 완화(질의문항 1.5.11, 1.5.12)
• (주요내용) 조직이 ‘AI 시스템의 편향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새로운 법적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요청
• (설문결과) 대부분 동의
- 대다수의 응답자는 AI 시스템의 편향 모니터링 및 수정과 관련하여 민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를 위해 보다 명확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
- 또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상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
• (정부방향) AI 시스템의 편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정할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2018 목록 1‘23)에 새로운 조건을 도입할 계획
- 새로운 조건은 ‘재사용 제한 및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구현’과 같은 적절한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받음

23) 개인정보 및 범죄 전과 등 특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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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쿠키
▶ (PECR24) 제6조25)에 의거) 모든 유형의 쿠키에 대한 사전 동의 요구사항 제거(질의문항
2.4.4)
• (설문결과) 대체로 반대
- 대부분의 응답자는 실시간 입찰과 미세한 타깃팅을 위한 광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쿠키에 대하여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 따라서 정부는 사용자가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기 설정을 통해
자신의 선호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부 제안에 주목
- 응답자들은 선호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정부방향) 정부는 응답을 고려한 후 영국 거주자에게 쿠키 배너를 표시하는 웹사이트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법안을 제정할 예정
- 정부는 ‘비침해적인 목적’에 대하여 즉각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의 기기에 쿠키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또는
기타 연결된 장치의 앱을 포함한 연결된 기술에도 적용
- 또한 정부는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쿠키에 대한 동의 거부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며,
웹사이트 사업자에게는 웹 사용자에게 선택 해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
-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쿠키 동의 배너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어린이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에는 적용 불가

(6)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자 지정 요건’ 제거
▶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제거(질의문항 2.2.7, 2.2.8)
• (설문결과) 대부분 반대
- (반대) 대다수의 응답자는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요구 사항이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제안에는 반대
- (찬성) 일부 응답자는 조직의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에
24)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영국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규정): EU의 “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 2002”를 구현한 영국 국내법으로 전자통신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규제. 주요 규제 대상은 ▲마케팅 전화, 이메일, 문자 및 팩스 ▲쿠키 ▲통신 서비스 보안 ▲트래픽
및 위치 데이터, 항목별 청구, 회선 식별 및 디렉토리 목록과 관련된 고객 개인정보임
25) PECR 제6조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단말 기기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전자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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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찬성
• (정부방향) 높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계획 실행
-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여전히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를 통해서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요구 사항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따라서 높은 반대의견에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
- 대신 조직과 기업은 유연하게 조직 전체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한 위험 평가 도구를 확보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DPO)* 지정 요건 제거(질의문항 2.2.4, 2.2.5, 2.2.6)
* Data Protection Officer

• (설문결과) 대부분 반대
- (반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DPO 지정 요건이 제거되면 개인정보 보호 전문성이
상실되고, 또한 독립성 부족으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낮이질 수
있다고 우려
- (찬성) 그러나 DPO 지정 요구 사항 제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정 요구 사항 제거가
소규모 기업, 특히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 (정부방향) 높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안 진행
- 정부는 DPO 지정과 관련하여 조직이 서로 다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주지
- 또한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은 고위 책임자의 적절한 감독의 지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이 오히려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강조

(7)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통신

▶ 다이렉트 마케팅(질의문항 2.4.9)
• (주요내용) 다이렉트 마케팅에 대해 ‘소프트 옵트-인26)‘ 범위를 자선단체와 같은 비상업적
조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
• (설문결과) 대부분 찬성
- 일부 개인정보 보호 단체는 이로 인해 원치 않는 통신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수혜기관들의 요구를 감안한 찬성 응답이 높음

26) 소프트 옵트-인(Soft Opt-in): 이전에 접촉했던 고객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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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방향) 계획 실행
- 정부는 비상업적 조직에 대한 ‘소프트 옵트-인’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통신
수신을 원하지 않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

(8)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서의 개인정보 용어 및 정의 표준화
▶ UK

GDPR

및

Processing)와

영국
Part

개인정보
4

정보

보호법

서비스

Part

3

법집행

처리(Intelligence

처리(Law

Services

Enforcement

Processing)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
프레임워크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 및 정의 표준화 (질의문항 4.5)
• (설문결과) 대부분 동의
- 대다수의 응답자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체제 전반에 걸쳐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을
제공할 것을 기대
- 응답자들은 또한 두 체제 - 법처리 기관과 국가 정보기관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의도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의무를 부과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정부방향) 정부는 이 표준화 제안을 계속 추진
- UK GDPR에는 동의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 Part 3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영국 정부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화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

(9) 생체 인식 개인정보
▶ 경찰의 생체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존에 관한 규칙 명확화(질의문항 4.4.8)
• (설문결과) 대부분 동의
- (찬성) 대다수의 응답자는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명확성을 개선하는 데 찬성하며,
특히 안면 인식과 같은 기술은 특정 법률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
- (반대) 해당 분야의 기술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이 적절하며,
특히 특정 법률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법집행 기관의 신기술 채택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정부는 경찰 당국과 계속 협력하여 DNA 및 지문에 대한 보존 이미지 보유 규칙을 더욱
긴밀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규칙이 다른 생체 인식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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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책임 있고 효과적인 사용에 있어 높은 기준과 모범 사례를
촉진하기 위해 경찰 당국과 협력 예정

(10) ICO 개혁
가. ICO 전략
▶ ICO를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질의문항 5.2.1)
• (주요내용) 정부는 ICO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실행할 때,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와
의무를 명시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것을 제안
• (설문결과) 대체로 동의
-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ICO가 목표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데 동의
- 반면 일부는 ICO의 독립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아울러 현재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명확하다고 주장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정부는 특히 독립성에 대한 응답자의 우려에 주목하고 향후 ICO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
- 정부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ICO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며,
아울러 성장과 혁신, 경쟁 및 공공 안전도 고려할 계획
▶ 상위 목표(Overarching Objective) 수립(질의문항 5.2.2, 5.2.3)
• (주요내용) 정부는 개인정보 권리를 유지하며,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ICO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인 목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
• (설문결과) 대체로 지지
- (지지) ICO가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직이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지
- (반대) 반면 일부는 ICO의 주요 의무를 개인정보 권리에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공통) 새로운 주요 목표 또는 의무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화 요구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정부는 새로 수립할 포괄적인 상위 목표 하에 ICO의 소관 범위와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특정 법적 의무를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ICO의 기존 의무를
강화하고 다른 영역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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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혁신 및 경쟁 의무(질의문항 5.2.4, 5.2.5)
• (주요내용) 정부는 ICO가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감독하고 집행할 때 다른 영역의
영향을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의무를 도입할 것을 제안
• (설문결과) 대체로 반대
- 응답자들은 제안된 ICO에 대한 신규 의무가 ▲‘개인정보 권리를 유지’하는 것과 ▲‘성장
및 혁신에 대한 고려’ 사이에서 ICO 내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즉 ICO가 성장과 혁신에 관심을 두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
- 아울러 성장 및 혁신 의무와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에 관여하는 의무가 ICO의 주요
목표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쟁, 혁신 및 경제 성장에 대한 ICO의 소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강화할 방침
▶ 전략적 우선순위 성명서(Statement of Strategic Priorities, SSP)(질의문항 5.2.11)
• (주요내용) 정부는 ICO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우선순위
성명서‘ 작성 권한을 DCMS 장관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
• (설문결과) 대체로 반대
- 응답자들은 이 제안이 ICO의 독립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특히 ‘의회 역할 포함’ 및 ‘공공 부문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내용 제외 필요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정부는 ‘전략적 우선순위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ICO에 투명한 방법으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
- 아울러 성명서를 공식화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을 방침

나. 민원처리
▶ 민원처리 프레임워크 개혁(질의문항 5.6.1, 5.6.2, 5.6.3, 5.6.4)
• (주요내용) 정부는 민원 제기자가 ICO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개인정보 컨트롤러와
직접 민원 사항 해결을 시도하도록 요구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제안
• (설문결과) 대체로 찬성
- 대다수의 응답자는 민원 제기자가 ICO에 접촉하기 전에 개인정보 컨트롤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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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또한 응답자의 약 절반이 ICO가 민원
사항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입법화하는 제안에 동의
- 개인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컨트롤러 간의 더 많은 대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ICO로 향하는 민원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
- 개인정보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주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간단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데 동의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ICO는 재량으로 민원을 조사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 아울러 성가신 민원 제기자가 관련 개인정보 컨트롤러와 먼저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사안을 포함해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 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재량 부여
- 다만 정부는 문제를 개인정보 컨트롤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가
ICO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유지

다. 집행권한
▶ 기술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질의문항 5.7.2, 5.7.3, 5.7.4)
• (주요내용) 침해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ICO가 제3자에게 기술 보고서 작성을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제안
• (설문결과) 대체로 지지
- 대다수의 응답자는 ICO의 기술 보고서 의뢰 권한 제안을 지지
- 응답자들은 해당 권한이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ICO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권한 사용이 적절한 보호 장치와 결합되어 비례적이어야 하며 조사의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ICO가 새로운 권한으로서 기술 보고서 작성 통지를 발동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대체 조사 도구 사용도 고려해야 함
- 또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관련 지식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와 기술
보고서 작성 비용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함
▶ 증인이 인터뷰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질의문항 5.7.5, 5.7.6)
• (설문결과) 대체로 지지
- 응답자들은 ICO에 대한 증인 인터뷰 관련 권한 부여 제안에 대부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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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은 다른 규제기관(예: 경쟁시장국 및 금융감독청)*들이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비해) ICO가 해당 권한을 남용할 경우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 표명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CMA)와 Financial Conduct Authority(FSA)

• (정부방향) 제안 진행
- 정부는 증인이 인터뷰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ICO에
부여할 계획

3. 결론 요약

▶ 응답자들은 개인정보 주체 권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정부 역시 응답자들이 강조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유지 중요성에 동의
• 이번 공개에서 제시된 개혁 조치들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
▲감독 및 시행 메커니즘과 같은 현행 UK GDPR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함
• 개인정보 처리 원칙,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 감독 및 시행 메커니즘과 같은 현행
개인정보 법제의 핵심 요소들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
• 정부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버넌스, 정책 및 도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

▶ 응답자들은 특히 영국의 EU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과 관련하여 EU와의 개인정보
흐름의 중요성과 영국 내 개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중요하게 고려
• 많은 응답자는 기존 법체계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역할을
상당부분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개혁적 조치들이 EU GDPR에도 반영되기를
선호한다고 응답
• 한편 영국 정부는 미래 체제를 설계할 때 EU의 적정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 높은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앞으로 영국 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계속해서 국가적 우선순위가
될 것이므로, 영국 정책당국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임
- 13 -

2022년 6월호(3)
• EU의 적정성 결정은 다른 국가에 EU와 동일한 규칙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영국의 법률 개혁은 유럽으로부터의 개인정보 흐름을
유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응답자들은 변화가 가져다 줄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
• 영국 정부 역시 응답자들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혁신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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