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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메타버스 생태계의 확장)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메타버스가 최근 수년간
해당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고 응용 분야를 넓혀 가며 그 영향력을 확대 중
•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는 기술 기업, 벤처 투자가, 사모펀드, 스타트업,
메이저 브랜드 등이 메타버스 분야에 ‘22년의 5개월 동안만 1,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집행키로 한 것으로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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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는 원격 협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용 메타버스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며,
Meta는 학교 컨셉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수립
•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 게임
이용자 증가와 더불어 메타버스 분야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의 상호 운용성 및 향상된 인프라를 통해 기술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 (개인정보 이슈) 메타버스 서비스는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생리적 반응, 표정, 제스처,
뇌파 패턴 및 행동 패턴과 같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발생
• 메타버스는 웨어러블 및 기타 스마트 기기와 플랫폼 간의 연계성에 기반하여 동작되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보안 위협에 노출
• 특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아바타 모방이나 행동 분석 등 최종사용자 프로파일과 관련된 보안
위험도 발생 가능성이 큰 편
▶ 이하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유럽의 법률인 GDPR의 관점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제 이슈와 과제2)를 살펴보고자 함

2. 메타버스 관련 개인정보 이슈

(1)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광고
▶

가상

공간으로

구현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광고

기업이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사의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존재
• 가상의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 옥외광고판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모습 등을 노출
▶ 그러나, 사용자를 가장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의 마케팅, 제품 간접 광고(PPL,
Product Placement),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같이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
방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유해 또는 가짜 콘텐츠 피해 발생 우려 증대

1) McKinsey & Company, Value Creation in the Metaverse, 2022.6
2) GDPR 관점에서의 메타버스 법제 이슈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 매체인 Dataguidance의 분석 기사인 ’EU:
Privacy and security concerns in the metaverse(2022.8)’를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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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메타버스 내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여 접근해
오는 가상/증강 유료 콘텐츠들로 인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VR과 AR 헤드셋 등 몰입형 기술의 특성상 기업들은 소비자 일상의 매우 내밀한
영역까지 접근이 가능
• 메타버스 내의 몰입형 활동으로 인해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로는 개인의 혈압 변화,
시선 추적, 호흡수 등 기타 건강과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
• 특히, 심박수 변화량 등의 생체 정보 모니터링은 개인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나 제품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 광고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 수 있으며, 서비스 플랫폼 내 체재
시간을 늘리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에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

(2)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분석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개인정보 해석과 실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AI는
필수적인 요소로, AI를 활용한 행동 예측, 환경 요인 파악, 고객 선호도 분석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
• 메타버스 사업자는 가상공간 내 사기나 악의적 행위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AI 훈련이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를 발굴, 생성 및 학습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실제 Meta와 같은 기업들은 메타버스 내 다양한 사용자를 위협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식별할 목적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있음

(3) 메타버스 플랫폼 간 개인정보 공유
▶ 메타버스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고객 경험 개선 등을 위해 편리한 개인정보 이동성
보장을 위한 호환성 문제가 크게 부각될 전망
• 소비자들은 자신의 디지털 자산과 아바타를 다양한 플랫폼과 메타버스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
•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브랜드들은 고객 경험의 심리스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자간
개인정보 공유 협약 구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기술적으로는 기업 및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 간의 데이터베이스 상호이용이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제도적 이슈를 해결 과제로 남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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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조직은 개인정보 수령과
함께 즉시 개별적으로 프라이버시 공지를 제공하여 사용자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 활용되는지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다수의 주체들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교환이 실시간으로 신속히 이뤄지는
메타버스 환경하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용이치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서비스 전체를 관장하는 중앙 관리 주체를 지정하여
사용자 개인정보의 활용 방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고 옵트아웃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4)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관련 책임 소재
▶ 일반적으로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수단을 직접 결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대신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달라짐
※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서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같이
일반인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 그러나, 해당 조항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령 해석이 이뤄지고 있음

• 메타버스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과 이유를 결정하는 책임 주체가 누구이며, 누가
다른 업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음
• 즉, 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이 정보의 처리 및 공유 방식을
결정하는 단일 메타버스 감독 주체나, 메타버스를 통해 다수의 주체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정보 수집의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분산형 접근방식의 존재 여부 등이 책임
소재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관건이 될 수 있음

3. GDPR 관점에서 메타버스 관련 개인정보 법제 이슈

▶ 메타버스 등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등장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GDPR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

- 4 -

2022년 7월호(1)

(1)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모호성
▶ 메타버스는 상호 교환 가능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 서로 다른 조직과 관계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플랫폼으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주체가 모호
• 이에 따라, (공동) 컨트롤러(GDPR 제4조 제7항)와 (하위) 프로세서(GDPR 제4조 제8항)에
대한 주체 판단이나,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평가 주체(GDPR 제6조)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 의무 주체(GDPR 제33조, 제34조) 등에 대한 모호성이 제기
• 이러한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한, GDPR 규정 준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
표 _ GDPR 컨트롤러 및 프로세스 정의 조항
• (제4조 제7항) 컨트롤러는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기타 기구를 가리킨다. 그러한 처리의 목적 및 방법이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로
결정되는 경우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러자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로 규정될
수 있다.
• (제4조 제8항)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기관 또는
기타 기구를 가리킨다.

(2) 개인정보 공유와 메타버스 간 개인정보 이동성
▶ 개인정보 공유 전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관련 당사자들은 GDPR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개인정보 공유 계약을 서면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서로 다른 기기, 플랫폼 및 환경 간의 활발한 상호 운용성을 요하는 메타버스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 당사자들 간에 공유
• 이에 따라,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간에 체결된 모든 개인정보 처리 계약은 GDPR 제28조
제3항에 규정한 요건을, 공동 컨트롤러 간의 협의 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임무를 투명하게 결정한다는 GDPR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각각 준수해야 함
• GDPR에서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에 서면 협정(written contract)을 필요로 하나(제28조),
컨트롤러 간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서면 협정 체결 의무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의 지침에 따르면, 컨트롤러 간 개인정보
공유 (서면) 협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3)
3)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Guidelines 07/2020 on the concepts of controller and processor in
the GDPR, version 1.0, 20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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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간의 개인정보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주체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책임(GDPR 제15조~제22조)과 개인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GDPR 제12조, 제13조)을 결정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이 과정에서 최종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주체 권리에 대해 적절히 고지하는 것과 개인정보
주체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음
▶ 최종사용자가 복수 메타버스 서비스 간의 연결과 전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는 다른 메타버스와의 개인정보 이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특정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이른바

‘벤더

락인(vendor

lock-in,

특정

벤더(업체)의 서비스 또는 제품 등으로 전환이 어렵게 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함
• GDPR에 따른 개인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제20조)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동의(제4조
제11항) 또는 계약(제6조 제1항)에 기초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처리 정보 역시 사용자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국한해서만 적용
• 그러나, 조직은 최종사용자의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걸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processing ground)에 관계없이 모든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이동성과 관련된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
이동성 향상을 통해 메타버스 내 호환성과 최종사용자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3) 동의에 기반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써 동의는, 사용자에게 통보되고,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모호하지 않아야 함(GDPR 제4조 제11항 및 제6조 제1항)
• 특수 범주(special categories)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GDPR
제9조 제1항)
*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의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 자신의 정보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 보유를 통해 개인정보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가
증진되나,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개인이 동의를 해야만 한다고 느끼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겪게 되거나, 실제로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자유롭게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큼
-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는 20분 이내에 200만 건의 독특한 바디랭귀지(눈동작, 표정,
피부 온도 등)의 기록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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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최종사용자에 대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고지 받는 것이 어려워짐
• 다양한 처리 목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개인이 각 목적별로 개별적인 동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사용자에게 동의가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메타버스하에서는 데이터양이 많아지고 처리 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각
개인정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어렵거나 사용자
편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명시적 동의는 플랫폼, 기기 및 사람이 원활하게 연결되는 디지털 세계의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세계의 장점을 반감시킬 수 있음
-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 명시적 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투명한 개인정보 수집과 함께 최종사용자가 다양한 목적들이 번들화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아바타의 고유 프로파일: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개인 프로파일 데이터 역시 법
제도적인 이슈를 야기
• 예를 들어, 메타버스 내에서는 시선 추적, 감정 반응, 음성 상호 작용, 사회적 상호 작용, 감동
및 청력을 수집하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최종사용자의 실시간 추적 등의 개인정보 발생
•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조합할 경우 아바타를 통해 최종사용자의 보다 구체적인 개인
프로파일과 상호작용 방식이 드러날 수 있음
• 또한, 메타버스 내의 고유한 프로파일은 자동화된 의사결정(GDPR 제22조)과 프로파일링
(GDPR 제4조 제4항)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분리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
※ 예) 사회적 및 정서적 상호 관계에 기초하거나, GDPR(제9조 제1항 및 제22조 제4항)의 특별범주(special category)에
속하는 민감정보인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성 및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과 결합하여 메타버스 내의
특정 공간에 대한 아바타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

• 프로파일링은 또한 특정 범주(particular category)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 범주에
국한시켜 선호도를 제한하여 선택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음
- 특히 소수 집단, 취약 계층 및 어린이와 같은 특정 사회 집단의 고유한 프로필을 사용할 때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박탈감이나 소외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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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대응
▶ 일반적으로 메타버스의 보안 위험은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유형 및 사용되는
IoT 기기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음
•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되는 메타버스 기기나 첨단 기술 환경하에서도 해킹,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 거부(denial-of-service) 공격은 물론 사기 및 피싱 같은 전통적인
사이버 공격에 노출 될 수 있음
- 최종사용자의 디지털 지갑이 보안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NFT나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 및 거래 시에도 스캠과 같은 사기 등의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사용자 간 통신 중 최종사용자의 아바타를 사칭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ID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
• 상호운용성과 상호 연결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기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특성으로 단일 기기 단위에서 보안 무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타 기기로 전송되는 순간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메타버스 지원 기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제공자와 써드파티는 잠재된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조사국(Th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 확인이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사이버 공격에 보다
뛰어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
- EPRS는 메타버스와 연계해 사용하는 기기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플랫폼 간 새로운
사이버보안 프로토콜을 구축할 것을 제안4)
- 이러한 프로토콜은 EU의 주요기반시설 및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 지침(NIS2)5)이나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칙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보안 복원력 법안(Cyber Resilience Act)6)의 연장선에서
검토되어야 함

4) EPRS, Metaverse- Opportunities, risks and policy implications, 2022.6
5) European Parliament, The NIS2 Directive: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in the EU, 2022.6.16
6)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410-Cyber-resilience-act-n
ew-cybersecurity-rules-for-digital-products-and-ancillary-service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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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정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EPRS는 메타버스용 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할 것을 제안
• 그러나 상기의 취약점 중 다수는 여전히 최종사용자에 의하여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할 사안
- 즉, 메타버스 환경하에서는 최종사용자가 이러한 위협을 식별하고, 자체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및 기기 제공자들이 구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6) 기타 개인정보 보호 규정
▶ 메타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GDPR 이외에도 EU의 타 법제와의
정합성과 일관성 있는 법적용이 필수적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기존 개인정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 중인 가운데, 여기에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초안7), 디지털
부문의 경쟁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규제 제안(Digital Markets Act, DMA)8) 등이 포함
• 이 중 DSA 초안은 민감정보에 기반한 타깃 광고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며, DMA 초안은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결합과
재사용을 사실상 금지
• 이들 법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 적용이 이뤄질지는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DSA 초안과 DMA 초안이
메타버스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9)
• EU는 새롭게 수립되는 법률과 규정들 간의 법제 간 불일치와 규제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있음
• 일례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와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은 현행 데이터법
(Data Act) 초안은 접근권의 범위와 데이터 처리를 정의함에 있어 개인정보와 非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적법하지 않은 처리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피력10)

7)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8)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9)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9-2022-000656-ASW_EN.pdf
10) https://edpb.europa.eu/our-work-tools/our-documents/edpbedps-joint-opinion/edpb-edps-joint-opinio
n-22022-proposal-european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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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 본문에서는 메타버스 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모호성 ▲개인정보 공유와 이동성
▲처리 조건으로써의 동의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보안 취약점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과제를 GDPR의 법제 맥락에서 다룸
▶ 현재 EU의 GDPR 체계하에서 메타버스 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
• (최종사용자 프로필 보안) 플랫폼과 기기 간의 사용 및 상호운용성으로 인해
메타버스는 개인정보 처리, 특히 최종사용자의 고유 프로필과 관련하여 보안
취약점과 위험에 노출되기 쉬움
• (상호운용성) 관련 당사자들이 적절한 개인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평가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투명성) 공동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로서의 역할에 관계없이, 최종사용자에게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함
- 개인정보 정책 등의 수단을 통해 최종사용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정보량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종류가 많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기능과 영향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 (법적용의 일관성)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명확성과 일관성에 입각한 용어 정의와 법적용 필요성이 제기

Reference
1. Data Guidance, EU: Privacy and security concerns in the metaverse, 2022.8
2. LXA Hub, The Future of Data in the Metaverse, 2022.5.9.
3. McKinsey & Company, Value Creation in the Metaverse, 2022.6
4. GDPR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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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ICO의 발전 전략을 담은‘ICO25’분석 및 시사점

[ 목 차 ]

1. 개요
2. 주요 목표별 평가 방법론
(1) 평가 요인
(2) 개인 보호 및 권리 강화
(3) 책임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
(4) 개방성,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3. 연간 실행 계획(2022.10-2023.10)
(1) 개요
(2) 4대 지속발전 목표별 연간 실행 계획의 방향성과 실행과제

4. 평가 및 시사점

1. 개요

▶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CO)*가 ‘25년까지의 조직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담은 문서인
‘ICO25 Empowering You Through Information(이하, ICO25)’ 초안을 공개(‘22.7)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은 ’22년 9월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
• ICO25는 향후 ICO의 비전과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
• ICO의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커미셔너(위원장)는 ICO 내의 실질적인 변화 촉진을
위해 ICO25를 통해 일련의 서비스, 도구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조직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 단행할 것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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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25에는 4대 지속발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 목표 항목과 함께
단기 과제로서 연간 실행 계획이 수록
• 4대 지속발전 목표는 ① 개인 보호 및 권리 강화 ② 책임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 ③ 개방성·투명성·책임성 제고 ④ ICO 문화·역량·능력의 지속적 개발로 구성
• 부록에 수록된 단기 과제는 ’22.10~‘23.10월 기간 동안 4대 지속발전 각 목표별 방향성과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 이하에서는 ICO25의 4대 지속발전 목표의 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과 연간 실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 문서의 의의를 평가하고자 함

2. 주요 목표별 평가 방법론

(1) 평가 요인
▶ ICO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함에 있어 영국 국민에게 ICO가 달성한 정책 효과를
설명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지속발전 목표 항목*에 대해
▲총평(總評, sentiment) ▲결과(outcomes) ▲성과(performance)의 세 가지 영역을 측정
* 4대 지속발전 목표 중 ’ICO 문화·역량·능력의 지속적 개발’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 의견 수렴 이후 작성될 예정으로, 초안에서는 평가 요인 및 내용이 미포함

• (총평: 결과 및 업무에 대한 축적된 평가) ICO의 업무 추진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performance)와 결과(outcomes)의 누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ICO 업무의 목적과 지속적인 전략적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해 설명
• (결과: 업무에 대한 평가) ICO의 서비스와 정책 개입이 사람과 조직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 ICO 업무의 결과 및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 ICO의 조언과 지침이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이고 비례적(proportionate)인지, ICO의
개입이 규제 기준을 완화, 유지 또는 개선하고 상황을 더 쉽고 명확하게 만들었는지 등
ICO 업무의 결과로 발생되는 일에 초점
• (성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물에 근거하여 ICO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시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조언 및 민원에 대한 요청 시 응답 기간, 심사 완료 소요 기간,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속도,
고객 및 협력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ICO는 분기별로 IC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조치들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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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보호 및 권리 강화(Safeguard and empower people)11)
▶ 동 목표에는 ▲ICO의 관리 감독 및 집행력 강화 ▲개인정보 활용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개인(특히 취약층) 대상 악의적
텔레마케팅 단속 및 규제 강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및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강화 등의 조치 실행이 포함
▶ ’개인 보호 및 권리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요인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 _ ICO25 4대 목표 중 ①개인 보호 및 권리 강화의 평가 요인 및 내용
평가 요인

평가 내용
다음의 사항에 대한 태도, 인지도 등을 측정
• 정보 권리와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 권리의 의미
평가 항목

• ICO 업무
• 개인정보 공유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간 상충 관계
• 기업과 조직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 및 저장하는 방법
조직의 80% 이상이 다음의 사항을 이해, 인지 또는 동의
•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하는 방법

총평

• 정보 공유의 위험과 이점
평가
방법(예시)

•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신감
• 온라인 비즈니스 및 서비스 사용 가능성
• 조직이 법을 위반할 때 비례적으로 제재를 받게 됨
• ICO는 조직의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한 신뢰를 제공
• 조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으로 신뢰

조직의 80% 이상이 다음의 사항을 이해, 인지 또는 동의
결과

• ICO의 조언을 신뢰
• ICO 역할의 유용성
• 타 조직에 ICO를 추천
다음의 사항을 평가, 대응,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 데이터 보호 불만 사항의 80%를 90일 이내에 평가하고 대응
• 데이터 보호 불만 사항의 90%를 6개월 이내에 평가하고 대응

성과

• 12개월 이상 된 데이터 보호 불만 사항은 1% 미만을 유지
•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맨(PHSO)의 100%가 ICO에 대해 만족
• 30일 이내에 서비스 불만 사항의 90%를 조사하고 대응(모든 팀에 걸친 서비스 불만
사항을 정확하게 측정)

11) ICO의 존 에드워즈 커미셔너는 ICO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개인 보호 및 권리 강화‘(to safeguard and
empower people)를 가장 주요한 목표라고 언급
https://ico.org.uk/about-the-ico/media-centre/news-and-blogs/2022/07/uk-information-commissioner-set
s-out-focus-on-empowering-people-through-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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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인

평가 내용
• 모든 공식 조사의 95%를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종결
• 법정 기간 내에 모든 정보 접근 요청의 95%를, 외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요청의
100%를 각각 대응
• 소비자 패널 설립 및 권장 사항의 경우 100% 공표 및 대응
• 고객 만족도 지수(CSI) 74점 달성

(3) 책임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Empower responsible
innova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 동 목표에는 ▲디지털 중심으로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공유 지원 ▲공정한 경쟁 조성, 잠재적 위험 또는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국내·외 규제기관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법률의 일관성 유지 및 표준 개발·제공 등의 조치 실행이 포함
▶ ’책임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요인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2 _ ICO25 4대 목표 중 ②책임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의 평가 요인 및 내용
평가 요인

평가 내용
평가 항목

ICO의 기업과 조직에 대한 성장, 혁신 및 경쟁 지원과 규제 확실성 제공의
성과 정도 측정
조직의 80% 이상이 다음의 사항을 이해 또는 동의
• ICO의 업무가 개인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고객 신뢰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

총평

• ICO의 업무가 글로벌 무역이나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
평가
방법(예시)

• ICO가 영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 ICO가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
• ICO가 혁신을 이해하고 지원
• ICO가 경쟁을 이해하고 지원
• ICO가 타 조직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것

ICO의 업무가 기업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규정 준수에 대한 이해도 증진 기여
여부 측정하며, 조직의 80% 이상이 다음의 사항을 동의 또는 만족
• ICO의 참여로 조직 내 규정 준수가 개선
결과

• 규제 샌드박스, 규제 관련 자문 서비스(iAdvice Service) 및 제품 설계 시 프라이버시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ICO 혁신허브(Innovation Hub)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만족
• ICO의 지침과 도구가 유용하고 실용적이며 비례적이며 확실성을 제공
• ICO 웹사이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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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인

평가 내용
• ICO의 업무가 기업과 조직의 사이버보안 관행 개선에 기여
• ICO가 불만 사항을 공정한 방식으로 처리
• ICO의 권고가 유용하고 비례적
• ICO의 감사가 조직과 기업의 관행을 개선
• ICO 온라인 교육 자료가 유용했으며, 비용 절감에 기여
• ICO의 불만 사항 처리 및 감사 권고안이 유용했으며, 비용 절감에 기여
• ICO의 광범위한 집행활동이 기업과 조직의 법률 준수 방식에 영향을 미침
다음의 사항을 평가, 대응,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 7일 이내에 서면 문의의 80% 해결
• 30일 이내에 서면 문의의 99% 해결
• 통화 및 라이브 채팅의 80%를 60초 이내에 대응
• 30일 이내에 개인 데이터 침해 보고 건의 80%에 대해 대응 또는 종료
• 12개월 이상 된 개인 데이터 침해 보고 건은 1% 미만을 유지

성과

• 감사 권고안의 90%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 8주 이내에 외부 DPIA 자문 요청의 70% 대응
• 사전 상담 제출 건은 법정 기간 내 100% 대응
• ICO 웹사이트에 교육 자료를 게시
• 조직의 규제 준수를 돕기 위한 템플릿 발간
• 불만 사항 처리 및 감사 업무를 통해 마련된 모든 권고안을 공개
• 필요 시 ICO 업무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공개

(4) 개방성(Openness), 투명성(Transparency)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
▶ 동 목표에는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FOIA)·환경 정보(Environmental
Information, EIR)를 처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실행지침·툴 제공 ▲FOIA·EIR
실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해 공공 서비스와 민주주의 강화 등의 조치 실행이 포함
▶ ’개방성,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요인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3 _ ICO25 4대 목표 중 ③개방성,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의 평가 요인 및 내용
평가 요인

평가 내용
평가 항목

총평

공공 부문의 정보 활용 방식, 투명성 및 투명성을 장려를 위한 ICO의
활동에 따른 효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 측정
조직의 80% 이상이 다음의 사항을 이해 또는 동의

평가
방법(예시)

• ICO의 활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의 투명성이 향상
• 공공 부문의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ICO가 해당 부처에 대한
책임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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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인

평가 내용
ICO의 업무가 공공 부문의 투명성 장려 방식 평가하며, 조직의 80% 이상이 다음의 사항을
동의 또는 만족
• ICO를 다른 조직에 추천할 의향이 있음
• ICO의 참여로 규정 준수가 개선

결과

• ICO의 지침과 도구가 유용하고 실용적이며 비례적이며 확실성을 제공
• ICO 웹사이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
• ICO의 업무가 공개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응
• ICO가 불만 사항을 공정한 방식으로 처리
• ICO의 권고안은 유용하고 비례적임
• ICO의 결정 고시가 관행 개선에 기여
다음의 사항을 평가, 대응,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 12개월 이상 된 정보 자유 미결 사례 건은 1% 미만을 유지

성과

• 정보 자유 불만 건수의 80%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결론 및 대응 처리
• 정보 자유 관련 재판의 66% 승소
• 정보 자유 사례에 대해 100% 공표
• 정보 자유 불만 처리 및 감사업무 과정에서 마련된 모든 권고안 공표

3. 연간 실행 계획(2022.10-2023.10)

(1) 개요
▶ 동 계획은 ICO25의 부록 1(Annex One)에 수록된 문서로, ICO가 향후 12개월 동안
주력하게 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취약계층 보호의 일환으로 약탈적(predatory) 마케팅 스팸 전화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강화키로 함
• 복지제도 시스템용으로 활용되는 알고리즘 적용 시 차별 가능성 확인
• 심신미약자나 소수 민족 채용 시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알고리즘 점검
• 어린이의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주요 소셜 미디어,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및 게임 플랫폼에 대해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 제공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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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지속발전 목표별 연간 실행 계획의 방향성과 실행과제
가. 개인 보호 및 권리 강화
▶ ▲개인정보 권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된 서비스를 위한 공공의 평가 파악
▲취약계층 보호 ▲데이터 보호 불만 사항에 대해 분야별 해결 지원 등을 ICO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표4 _ ’개인 보호 및 권리 강화‘의 연간 실행 계획
방향성

실행 과제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접근 방식에 관한

• 개인정보 주체 접근 요구 툴 개발

이해를 도움으로써 정보 권한을 강화

•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이해 증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된 서비스를 위해
공공의 평가(public sentiment) 이해

• 통찰 및 연구
•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접촉
• 공평, 다양성 및 포용성(EDI) 활동 강화
• 아동 개인정보보호
• 온라인 플랫폼상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 강화

취약계층 보호

•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과의 연계 하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개혁 추진

데이터 보호 불만 사항에 대해
분야별 해결책 지원

• 분야별 옴부즈맨이나 대표 집단들과의 조정 활동 강화

나. 책임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

▶ ▲규제 부담 완화 ▲규제 자문 보증 ▲투명한 규제 가이던스 ▲공공 부문 표준화 및
효율성 ▲시의성있는 규제 개입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법제 개혁 관여 등을
ICO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표5 _ ’책임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의 연간 실행 계획
방향성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및 부담 완화

실행 과제
• 내부 데이터보호 및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학습 자료 공개
• 불만 처리 결과 및 사례 공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인정보 활용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 지원

규제 자문 보증

• 중소기업 대상 자가평가 및 규제 준수용 데이터 필수 숙지 지침
(data essentials) 개발
• 분야별 행동 규약과 인증 스킴 채택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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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규제 확실성을 위한
비례적이고 투명한
가이던스
공공 부문 표준화 및 효율성
촉진
시의성있는 규제 개입
규제 확실성을 통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지원

실행 과제
• 이해당사자들에게 명확성과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던스
패키지 개발
• 분야 특정적인 가이던스 개발
• ICO 업무에 대한 영향평가 실행
•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표준 실행을 위한 정부 고위 부처 회의 추진
• 신기술 확산 및 교차 분야 프로젝트 대응 규제 개입 연구 전담팀
(Pace teams) 구성
• 영국 정부의 해외 정부 데이터 보호 체제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
자문 제공

다. 개방성,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성 확보를 ICO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며 주요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보의 자유 이의제기 시 탄력적 대응) ICO의 결정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도 재판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정보의 자유 민원 처리의 우선순위 결정) 모든 정보의 자유 민원이나 이의제기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업무 처리 지양
- 개방적이며 투명한 기준과 공적 이익에 근거하여 업무 우선순위 부여를 위한 객관적
결정을 내릴 것
• (정보의 자유 향상) 정보의 자유 관련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적 조치 차원의 규제(upstream regulation) 개발과 현장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법 집행 절차 구축

라. ICO의 문화, 역량, 능력의 지속 개발

▶ 효율성, 생산성 및 협업 지원을 ICO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며 주요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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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우선주의 전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개발 및 지원 방법 강화
• (디지털 및 IT 전략)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음 단계의 디지털 및 IT 기술 투자
국면 전개
• (엔터프라이즈 자원 계획 시스템 실행) 조직 차원의 효과적인 재무, 인력 및 데이터
관리와 조정을 실행
• (데이터 전략 개발) 내외부적으로 데이터 확보, 분석, 공유 및 활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범적 데이터 관행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의 기회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
• (거버넌스 구조 검토) 균형감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부가적 가치 창출과 동 계획의
성공적 실행 및 미래 법제 개혁의 기반을 조성

4. 평가 및 시사점
▶ ICO25는 ‘22.1월 ICO의 존 에드워즈 신임 커미셔너의 취임 직후 6개월간 의견 청취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ICO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인 중요성을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25년까지 ICO의 위상 정립 방향성과 주요 달성 과제들을 제시
• 이번 문서는 ICO의 자가 진단적 성격의 임무 진술서(mission statement) 성격인 동시에
외부 주체들과의 관계에 있어 ICO의 역할에 주목
• 이에 따라, 동 문서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역할과 함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사회,
기업 및 개인 생활 전반에 걸친 편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ICO의 기능과
의지가 두드러지게 강조
• 또한, 온라인상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마케팅 활동, 유해 콘텐츠
노출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감독 기능 역시 강화
▶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ICO의 기능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며, ICO에
대한 인식 관련 정량적인 지표 마련을 통해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책을 제시
• 이러한 목표치는 ICO의 업무 기능과 직결된 요소로서 향후 3년간 ICO의 업무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
▶ 이번 영국 정부가 발표한 ICO25에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위법에 대한 적극적 규제 대응과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만한 대목
▶ 또한, 규제 감독기구의 업무 방향성에 근거한 개별 활동의 목표치를 수립함으로써
성과 관리의 효용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한 점 역시 눈여겨볼 수 있는 조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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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Biometric Update, UK data regulator ICO sets out plan to be recognized and used by
public and business, 2022.7.18.
2. Data Guidance, UK: ICO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on draft ICO25 strategic plan,
2022.7.15.
3. UK ICO, ICO25 - Empowering you through information, 2022.7.14.
4. UK ICO, ICO25 plan,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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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및 활동 성과(1)

[ 목 차 ]

1. 개요
2. 아일랜드 DPC
(1)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2) 정책/전략 및 주요 관심 영역

3. 프랑스 CNIL
(1)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2) 정책/전략 및 주요 관심 영역

4. 일본 PPC
(1)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2) 정책/전략 및 주요 관심 영역

1. 개요

▶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 해 동안의 활동 및 성과를
의회 등에 보고할 목적으로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연례보고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활동 영역과 주요 성과, 미래 규제 방향
및 중점 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본 보고서는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개인정보 감독기구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국가들 가운데 ▲아일랜드 ▲프랑스 ▲일본 3개국의 보고서를 발췌·정리하고, 주목할
만한 활동을 요약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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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미국계 다국적 IT기업들이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유럽 시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아일랜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DPC)가 자주
선임 감독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조사 및 처분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유럽 국가로, 프랑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이하 CNIL)는 유럽 내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음
• (일본) 유럽연합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상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12) 대상국으로 최초 지정한 국가로,
일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PPC)는
유럽, 미국 등 관계 기관들과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통(Data Free
Flow with Trust, 이하 DFFT)’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

2. 아일랜드 DPC

(1)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 (민원 접수 및 처리) 2021년13) 한 해 동안 DPC에 접수된 민원은 3,419건으로
전년(4,719건)에 비해 크게 감소(1,300건)했고, DPC는 2021년 이전에 접수된 미해결
민원 1,884건을 포함하여 총 3,564건의 민원을 처리
• 그 중 GDPR 민원은 3,389건,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s, 이하
DPA)에 따른 민원은 30건이었으며, ‘열람권 행사’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

표1 _ 2021년 DPC에 접수된 주요 민원 유형
GDPR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법(DPA)

유형

건수

비율(%)

유형

건수

비율(%)

열람권 행사

1,232

42%

열람권 행사

11

37%

개인정보 처리의 공정성

560

19%

개인정보 처리의 공정성

11

37%

개인정보 제공

291

10%

개인정보 제공

6

20%

삭제권 행사

263

9%

보안

1

3%

직접마케팅

128

4%

공정한 획득

1

3%

출처: ‘Data Protection Commision AR 2021’ (2022)
12) GDPR에 따라 EU 지역 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전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적 도구 중 하나
13) 해당 기간 202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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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호(3)
▶ (침해통지 보고 및 처리) 2021년 DPC에 보고된 전체 개인정보 침해통지 건수는
6,616건이었고 그 중 유효한 침해통지는 총 6,549건으로 전년 대비 2%(114건)
감소했으며, DPC는 그 중 95%(6,274건)를 처리 완료
• 주요 침해 유형은 ‘무단 제공(unauthorised disclosure)’이 약 71%로 가장 많았고,
‘무단 접근(unauthorised access)’, ‘개인정보 처리의 오류(Processing error)’ 등이 뒤를 이음
표2 _ 2021년 DPC에 보고된 침해통지 분류
기업/단체

건수

비율(%)

개인정보 무단 제공

4,728

71.5%

무단 접근

318

4.8%

개인정보 처리의 오류

245

3.7%

서류 분실 또는 도난

219

3.3%

인터넷 게재 - 의도성 없음

200

3.0%

해킹 - 기타

130

2.0%

서류 분실 또는 도난 – 공공문서

116

1.8%

무결성 – 의도적이지 않은 변경(개인정보 비공개)

101

1.5%

무단 접근 – 전자기기/자산

80

1.2%

사회공학 기법 - 피싱

71

1.1%

해킹 - 랜섬웨어

67

1.0%

무단 접근 – 온라인 계정

42

0.6%

출처: ‘Data Protection Commision AR 2021’ (2022)

• (침해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채택) DPC는 침해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러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중단하고, 컨트롤러로 하여금 DPC가 발행한 개인정보 침해 가이드를
참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2022년 1월부터 적용14)

▶ (조사 및 제재)

DPC는 2021년 총 5건의 대형 사건을 조사하고, 4건의 결정 초안을

GDPR 제60조 프로세스(‘선임 감독기구와 관련 감독기구 간의 협력’)에 따라 타 회원국
관련 감독기구에 전달했으며, 1건의 사례는 제65조 프로세스(‘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
분쟁해결 메커니즘’)를 통해 해결

14) 이전까지 DPC는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침해통지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침해에 대한 위험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완화 조치 및 정보 주체에 대한 알림 등에 있어서 컨트롤러와 협력해왔음. 이후에도 DPC는 계속해서 모든 개인정보
침해통지를 평가할 예정이지만 관련 민원을 접수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공식적인 법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컨트롤러와 협력할 방침임. 따라서 컨트롤러는 침해통지 후 DPC의 즉각적인 참여가 없는 것을 보고서에 대한 만족의
표시 또는 문제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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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호(3)
• 특히 왓츠앱 아일랜드(WhatsApp Ireland)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9월 2일
왓츠앱 아일랜드에 대해 GDPR 제12조~14조의 ‘투명성 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2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그간 DPC가 내렸던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임
표3 _ 2021년 DPC의 주요 행정처분 사례
기업/단체
Irish Credit
Bureau DAC
WhatsApp Ireland
Ltd
MOVE Ireland

Teaching Council
of Ireland
Limerick City and
County Council

결정날짜
’21. 3. 23.

’21. 7. 28.

’21. 8. 20.

내용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부정확한 정보로 데이터 최신화
자사의 메신저 이용자 및 비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투명성 원칙 미준수
SD카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담긴
녹화물을 저장해 두었으나 이를 분실

과징금
9만 유로

2억 2,500만 유로

1,500유로

직원의 부주의로 이메일 자동 포워딩 알고
’21. 12. 2. 리즘으로 구성된 악성코드가 시스템에

6만 유로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야기
’21. 12. 9.

교통 관리용 CCTV 운영 중 열람권 요청
거부 및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11만 유로

출처: ‘Data Protection Commision AR 2021’ (2022) 등

• 또한 총 138건의 eDM(electronic direct marketing) 조사를 완료하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마케팅 메일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eDM을 발송한 통신회사
쓰리 아일랜드(Three Ireland)와 보다폰 아일랜드(Vodafone Ireland)를 기소

▶ (기타 활동 및 성과) 이밖에도 2021년 한 해 동안 DP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
• (아일랜드 정당의 개인정보 처리 감사) 아일랜드 내 26개 정당들에 대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15),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Data Protection
Audit of Political Parties in Ireland’)를 발표(’21.12.20.) 발표
-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정치적 견해를 담은 개인정보를 ‘대규모(large scale)’로
처리할 때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를 지정해야 하는데, DPC는 이번 정당
감사를 통해 정당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규모’에 해당하는 수치를 3만
명으로 구체화16)
15) 아일랜드의 26개 모든 정당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 지정 ▲선거인 명부 및 명부의 사용 ▲당원/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선거인/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시장조사/여론조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16) 아일랜드의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대규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규정되지 않았음. 아일랜드 정당 중에서는
Fianna Fáil와 Sinn Féin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이 요구되었고 두 정당 모두 책임자를
지정함

- 4 -

2022년 7월호(3)
• (PSC 개인정보 처리 합의) 2021년 12월 DPC와 아일랜드 사회보호부(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는 공공 서비스 카드(Public Service Card, 이하 PSC) 발급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
• 앞서 DPC는 PSC에 연결된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포괄적으로(blanket)’ 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정부 서비스 이용자에게 PSC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2019년 말
사회보호부에 시정통지를 전달했는데, 사회보호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절차가 예고되었던 상황
• 그러나 사회보호부는 ▲개인의 PSC 신청 시 개인정보 처리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 개선 ▲공공 서비스 접근 시 신원확인 방법으로 PSC 외에 1개의 추가
옵션 제공 ▲정보의 포괄적이고 무기한적인 보존 대신 새로운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현 등을 약속하면서 DPC와 합의에 도달(’21.12.10.)
• (아동 개인정보 처리 지침) DPC는 아동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아동 개인정보 처리 지침(Fundamentals for a Child-Oriented Approach to Data
Processing)’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앞서가는 행보를 제시(’21.12.)
• 동 지침은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14개 원칙17)들을 통해, 관련
사업자 및 단체의 적절한 아동 개인정보 처리를 지원

(2) 정책/전략 및 주요 관심 영역
▶ (2022-2027 규제 전략) DPC는 ‘2022-2027년 규제전략(Five-Year Regulatory Strategy
for 2022-2027)’을 발표(’21.12.)하고 향후 5년 동안 DPC의 규제 우선순위를 밝힘
• 동 전략은 ▲일관되고 효과적인 규제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증진 ▲아동 및 기타 취약그룹에 대한 보호 우선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성
제공 ▲조직 지원 및 규정 준수 촉진이라는 5가지 축(axis)을 기반으로 DPC의 활동
목표를 구체화
• 동 전략 하에서 DCP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주력할 방침임
- 공공 민원 처리 및 문의 절차 표준화
- 입법의 한계와 시정조치 부과 방법/시기 명확화
17)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최저 기준으로 설정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 획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무간섭(zero interference)’ 원칙 준수 ▲잠재적 수용자에
아동이 포함되는지 식별하기 위한 조치 채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 등 총 14가지의 원칙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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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호(3)
- 기존에 연간 게시했던 사례 연구를 분기별로 게시
- 민원의 경향 및 주제 식별
-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행동으로 설정
- 개인정보 공유 기반을 명확히 하면서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의 권리보호 우선
-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DPC의 기술 전망 강화 등

• 특히 DPC는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 정기적인 사례연구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지침을 발행할
계획이며,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 또한 어린이 및 취약한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표적화된 조치를
취할 방침

3. 프랑스 CNIL
(1)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 (민원 접수 및 처리) 2021년18) 한 해 동안 CNIL에 접수된 민원은 14,143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그 중 신속 응대가 가능했던 민원은 5,848건, 추가적인 조사 및
처리가 필요했던 민원은 8,295건이었으며, 총 12,522건의 민원을 처리
• 주요 민원 항목은 ‘기업 개인정보 삭제 요청’(1,906건), ‘Google 검색 엔진과 관련된
목록 삭제 요청’(292건), ‘온라인 게시 콘텐츠 삭제 요청’(175건) 등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상업적 광고 전달’(973건)
민원도 상당수를 기록

그림1 _ 2021년 주요 민원

출처: ‘Rapport annuel 2021 - CNIL’ (2022)
18) 202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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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호(3)
▶

(침해통지

보고

및

처리) 2021년

CNIL에

보고된

개인정보

침해통지

건수는

5,037건으로, 2020년의 2,821건 대비 무려 79% 증가
•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조직의 사이버보안 인식이 개선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탐지/대응 내부 프로세스가 강화되는 한편, 보안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들도 이를 알리게 되면서 침해통지 보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침해통지 보고는 ‘과학, 기술 및 전문 분야’가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건 및
사회’, ‘공공 행정’ 관련 보고가 그 뒤를 이음

그림2 _ 침해통지를 보고한 주요 영역

출처: ‘Rapport annuel 2021 - CNIL’ (2022)

• 침해의 성격은 ‘기밀성 손상’ 관련 사례가 80%(4,071건)로 가장 많았고, ‘가용성
손상’(1,705건), ‘무결성 손상’(917건)이 뒤를 이음

▶ (조사 및 제재) CNIL은 2021년 총 384건의 조사를 실시하고, 135건의 공식 통지서를
발행하는 한편, 1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징금 규모는 총 2억 1,400만
유로 이상을 기록
표4 _ 2021년 CNIL의 주요 행정처분 사례
기업/단체
AG2R La
Mondiale
L'entreprise
Monsanto

결정날짜
’21. 7. 20.

’21. 7. 26.

내용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정보 제공 관련
의무 위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

Amazon Europe
Core

’21. 8. 3.

사실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제
* CNIL은 해당 사례에서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CNPD)에 민원을 전달하고 조사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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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75만 유로

40만 유로
7억
4,600만
유로

2022년 7월호(3)
기업/단체
Google LLC
Google Ireland
Limited
Facebook

결정날짜

내용

’22. 1. 6.

웹사이트 쿠키 설정 관련 위반

’22. 1. 6.

웹사이트 쿠키 설정 관련 위반

’22. 1. 6.

웹사이트 쿠키 설정 관련 위반

과징금
9,000만
유로
6,000만
유로
6,000만 유로

출처: ‘Rapport annuel 2021 - CNIL’ (2022)

• 또한 CNIL은 프랑스 내무부에 대해 드론(무인항공기) 불법 사용19)과 지문 전산
데이터베이스(FAED) 관리 부실20)을 이유로 각각 공개 제재를 가함

▶ (기타 활동 및 성과) CNIL은 매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당해에 우선시할 주제들을 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웹사이트의 사이버 보안 ▲의료 개인정보 보안 ▲쿠키 사용을 우선순위 주제로
선정하고 이들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외 아동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원칙도 제시
• (쿠키 규정 준수 감독) 2021년 CNIL은 기업들의 새로운 쿠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주력함. CNIL은 쿠키 규정 미준수와 관련하여 250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했고, 그 결과 89건의 공식 통지서를 발행했으며, 4건의 제재를 부과함
- 쿠키 규제의 초점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이 쿠키 수집을 수락하는 것만큼 쉽게
쿠키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CNIL은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 (의료 개인정보) CNIL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 개인정보의 보안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 CNIL은 의료 실험실, 병원, 건강 개인정보 브로커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30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고, 이러한 조사 중 일부는
현재까지 진행 중임
• (아동 디지털 권리 보호) CNIL은 미성년자의 디지털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미성년의 행위 능력 규제 ▲미성년자의 권리 행사 장려 ▲디지털
교육에서 부모 지원 ▲15세 미만 아동의 부모 동의 획득 ▲자녀 보호 도구 홍보
19) 내무부가 코로나19 봉쇄령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CNIL은 “시민이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운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하며 드론
사용 중단을 지시함
20) 지문 전산데이터베이스(FAED)는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람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로 CNIL은 내무부
가 해당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FAED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민감도에 비해 암호 시스템이 충분
히 강력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내무부에 시정조치를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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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정보 및 권리 강화 ▲미성년자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 획득 ▲아동
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 제공 등으로 구성된 8가지 권장사항을 발표(’21.6.)

(2) 정책/전략 및 주요 관심 영역
▶ (2022년 우선순위 주제) CNIL은 2022년에 주력할 우선 주제로 ▲상업적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원격근무 환경에서의 모니터링 도구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선정
• 상업적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CNIL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보다
정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상업적 플레이어의 규정 준수 및 점검에
주의를 기울일 방침
• 코로나19로 일상에 빠르게 통합되고 있는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CNIL은 원격근무
구현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근로자 모니터링에 수반되는 다양한 위험에 주목하여
활동을 전개할 예정
• 유럽사법재판소의 EU-US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무효 판결(‘Schrems II’ 판결)은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보다 견고한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가운데,
CNIL은 클라우드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

▶ (2022-2024 전략 계획) CNIL은 2021년 2월 17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에
초점을 맞춘 ‘2022-2024 전략 계획(Plan Stratégique 2022-2024)’을 발표
• 동 전략에서 CNIL은 ①현장에서 사람들의 권리 존중 및 보호, ②조직의 신뢰
자산으로서 GDPR 촉진, ③개인정보보호 쟁점 이슈에 대한 표적화된 우선순위 규제
조치 설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강조
- ①은 GDPR에 따른 유럽 시민의 권리 행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NIL은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
- ②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플레이어가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GDPR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GDPR을 이미지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데에 초점을 설정한 것으로, CNIL은 명확하고 실용적인 해석 및 지침을
제공하고 인증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계획
- ③은 ‘집약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크게 의존하는 기술 관행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CNIL은 향후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로 ‘증강 카메라와 그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전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수년 동안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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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_ 2022-2024 CNIL 전략 계획
구분

주요 내용 및 목표
Ÿ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이러한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tool)들을 제공

Ÿ
정보 접근성 촉진
및 현장 관계자

조사, 공식 통지, 제재 절차를 조정하고 민원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개선

Ÿ

권리 존중

주요 디지털 플레이어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스톱

쇼핑"

CNIL의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와 협력하여
공동 조치의 우선순위를 설정
Ÿ

복잡한 디지털 서비스 및 도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 실시

Ÿ

개인정보 컨트롤러(기업, 행정당국, 단체 등)에게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도구 및 원칙 제공

Ÿ
조직의 신뢰
자산으로서 GDPR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인증 및 행동강령
도구 개발

Ÿ

촉진

GDPR 준수를 사이버 범죄 위험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으로
간주하고, 사이버 위험 대응에서 CNIL의 역할을 강화

Ÿ

개인정보 컨트롤러가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전략 조정
및 강화(샌드박스, 스타트업 전략, 지원 강화 등)

Ÿ

규제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면서 규제 역할을 보장

Ÿ

대규모 감시에 활용될 수 있는 증강 카메라의 여러 잠재적
위험과 관련하여 경찰/사법 및 상업 부문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증가와 관련하여

조치 제공
Ÿ

우선순위 설정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EU-US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무효 판결(‘Schrems II’
판결)을 바탕으로 프랑스인의 개인정보 역외 전송에 대한 보안 강화

Ÿ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인식 증진

출처: ‘Plan Stratégique 2022-2024’ (2022)

• CNIL은 범EU 차원의 공동 규제 전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노력을 조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임

- 10 -

2022년 7월호(3)

3. 일본
(1)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민원 접수) 2021년21) PPC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상담
다이얼’22)을 통한 상담 접수 건수는 21,237건이었고, 이 중 민원 접수 건수는
6,011건을 기록하여 전년(4,637건)에 비해 크게 증가
•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민원 가장 많았고, 그 외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 대한 문의도 다수
▶ (「마이넘버23)법」 관련 민원 접수) PPC가 운영하는 ‘마이넘버 민원 상담창구’24)를
통한 상담 접수 건수는 1,076건이었고, 이 중 민원 건수는 14건을 기록하여
전년(30건)에 비해 크게 감소
• 마이넘버와 관련해서는 ‘누설·분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음

표6 _ 2021년 PPC에 접수된 주요 민원 유형
「개인정보보호법」

「마이넘버법」

유형

건수

비율(%)

제3자 제공

2,599

43.2%

이용목적

1,548

25.8%

안전조치

875

14.6%

공개

540

9.0%

정의

152

2.5%

유형

건수

비율(%)

누설·분실

11

78.6%

관리 체제

2

14.3%

이용목적

1

7.1%

출처: ‘令和３年度 年次報告の 概要について’ (2022)

▶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감독) 2021년 PPC 및 유관 기관을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보고건수는 총 5,848건이었고, 이 중 PPC에 직접 보고된 사례는 1,042건25)으로,
전년(1,027건)에 비해 소폭 증가

21)
22)
23)
24)
25)

2021.4.1.~2022.3.31.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일반적 해석, 제도 설명,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민원 신청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창구
일본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특정 개인정보(마이넘버) 취급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을 접수하는 창구
위임 부처를 통해 접수된 보고건수가 2,386건,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를 통해 접수된 보고건수가 2,418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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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_ ‘21년 PPC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감독 결과
개인정보 유출
보고접수
1,042건

보고명령

지도 및 조언

권고

328건

217건

3건

중지 및
중지명령
1건

출처: ‘令和３年度 年次報告の 概要について’ (2022)

• 보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 54.9%는 ‘문서 및 이메일의 오송부 및 문서 분실’로
인해 발생했고, 인터넷 등의 ‘무단 접근’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4.4%로 전년
동기(17.8%)보다 증가

▶ (특정 개인정보 등의 취급에 관한 감시 또는 감독) 특정 개인정보(마이넘버)의 유출
및 기타 「마이넘버법」(マイナンバー法) 위반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고 건수는
170건이었고, 대부분은 지방공공단체에서 마이넘버가 기재된 서류를 분실하거나 잘못
교부한 사안과 관련되었음

표8 _ ‘21년 PPC의 특정 개인정보(마이넘버) 취급에 대한 감시/감독 결과
개인정보 유출
보고접수
170건

지도 및 조언

보고명령

현장감사
62건

17건

74건

(중대사안 9건)

(행정기관 11건,
지방공공단체 51건)

출처: ‘令和３年度 年次報告の 概要について’ (2022)

▶ (권고 및 명령) PPC는 파산자에 직면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 불법적으로
게시한 ‘파산자맵(破産者マップ)’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림(’22.3.)
• 일본은 「파산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관보를 통해 파산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딥 웹(deep web)에서 공개되므로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서페이스 웹(Surface Web)에 올려서 정보를 제공함
• PPC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권고를 발행했으나 사업자가 이러한
권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①해당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중지, ②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획득, 및 ③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는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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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활동 및 성과) 이밖에도 2021년 한 해 동안 PP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활동) 2022년 4월 1일 발효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가 간 전송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요건 강화, 침해 사고
의무 보고, 가명정보26) 규정 도입 등을 명시
• PPC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들을 업데이트했는데, 특히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22.3.30.)하여 새로운 가명정보 규정과 관련된
지침과 적절한 가명정보 사용 사례들을 제공함
• (국제 협력 활동)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통(DFFT)’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럽,

미국

등과

다자간/국가간 대화를 실시하고,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APPA) 포럼을
비롯한 주요 국제회의 등에 49회 참가

(2) 정책/전략 및 주요 관심 영역
▶ (사업 승계 시의 개인정보 처리) PPC는 M&A와 같은 사업 승계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우려
• PPC는 2021년 사업을 승계하는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기존에 고지 또는 제시한
이용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관찰함
• PPC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후임 기업이 개인정보의 사용 범위에 불법적인 변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 PPC는 2021년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사이버보안 관행
검토 및 인식증진을 강조
▶ (집행 조치) PPC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주로 ‘지도’로 대응해왔으나,
2022년 3월에는 ‘파산자맵’ 서비스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심각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집행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줌
• 다만 현재까지 PPC가 내린 명령은 3건에 불과하고 이러한 집행 조치는 다른 나라
감독기구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함

26)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술(記述)을 일부 삭제하여 다른 정보와 대조하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체 분석은 허용하되 익명가공된 정보와는 달리 제3자 제공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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