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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차 이용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점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폭
• 자율주행차는 주행 중 카메라로 사각지대를 탐색하고, 인공지능(이하 AI)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경로를 제공하거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로 운전상황을 탐지 및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 반면, 자율주행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차량 상태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탑승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및 공유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초래
- 운전자와 탑승자를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된 자율주행차(이하 AV)는 지문, 홍채 스캔 및
얼굴 배열과 같이 개인의 고유하고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
- 차량 외부에 부착된 센서는 외부 지형을 스캔하고 도로 인프라,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이미지 정보를 수집하고, 제조업체나 교통 관련 기관 등과 정보 공유가 가능
- 1 -

2022년 8월호(1)
▶ 자율주행차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부상하면서, 최근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분석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 정립 착수
• 영국 정부는 2022년 8월 발표한 ‘자율주행차에서 책임 있는 혁신에 관한 정책보고서’1)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권고사항 등 제시
• 캐나다는 최근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
▶ 본 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차에서 수집, 생성 및 공유하는 주요 개인정보 유형과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영국의 정책 사례와 캐나다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자율주행차와 개인정보

▶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수집, 생성, 공유하는 정보를 개인정보와 非개인정보로 구분 가능
• (개인정보) 수집된 정보가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에는
스마트폰 연결의 경우 스마트폰 MAC 주소, 연락처 정보, Apple의 CarPlay 또는 Android
Auto 기술을 통한 인터넷 연결의 경우 차량 고유 식별자 또는 사용자 행동 습관(평소의
이동 거리, 집 및 직장 위치 등) 등 포함
• (非개인정보) 연료 상태, 이동 거리 등 인터넷이 존재하기 이전에 실제로 수집 방법의
대상이었던 정보이며, 이후 자동차 모델들은 자동차 서비스 이력 또는 운전석 위치
조정과 같은 다른 정보도 수집
▶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 승객 및 주행환경에 따라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자율주행 수준에 따른 수집, 생성 및 공유하는 개인정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전문매체 DataGuidance는 2021년 6월 발표한 문서2)에서 운전자
지원(Level 1) 및 부분 자동화(Level 2)와 자율주행시스템 수준의 조건부 자동화(Level 3),
고도(Level 4) 및 완전 자동화(Level 5)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 유형 제시
1) Center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Policy Paper, Responsible Innovation in Self-Driving Vehicles,
2022.8.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sponsible-innovation-in-self-driving-vehicles/responsible-i
nnovation-in-self-driving-vehicles#introduction
2) DataGuidance, International: Introduction to autonomous vehicles updates and challenges for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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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1, 2) 주행 중 도로 경계를 인지, 차량 위치,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 ID(예: 멀티미디어
장치) 및 브라우저 ID, 주변의 광고 등과 관련된 정보
• (Level 3) 환경 감지, 가시광선 카메라(VLC)를 통한 물체의 이미지,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을 통한 거리 측정 및 주변 3D 영상 등과 관련된 정보
• (Level 4, 5) 주변 환경, 운전자와 탑승객의 요구사항,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행동, 응급상황,
특정 기상 상황(홍수) 등과 관련된 대량의 상세 정보
표1 _ 자율주행 수준별 개인정보 관련 사항
수준

내용

자동화 기능 없음

Ÿ

(Level 0)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사람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므로
차량이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Ÿ

Level 1, 2의 자율주행화는 차량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운행
통제를 통해 속도를 감지하거나 도로 주행선 내에서 자체 유지하여
주행 중 운전자 지원

Ÿ

차량은 운전자가 미리 설정한 속도로 조정하거나 주행선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 인지
- 차량이 주변 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하는 경우(예: 뺑소니 사건의 경우 증거
목적으로 판독)가 아니면 이러한 도로 경계에 대한 인식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간주하지는 않음

운전자 지원(Level 1) /

- Level 1, 2 단계 차량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으면서 수학적 매개변수(거리,

부분적 주행 자동화
(Level 2)

속도 등)를 읽고 판독
Ÿ

커넥티드 차량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차량 위치정보를 처리하여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대 등 외부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얼굴 속성을 처리하는 피로 감지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차가 자율적으로 긴급사고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음

Ÿ

Level 1, 2 수준 차량은 종종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와 관련된 ID(예: 멀티
미디어 장치) 및 브라우저 ID와 같은 다른 식별자 처리
- 일부 GPS 내비게이터는 현재 위치를 사용하여 주변 장소 관련 광고 표시

Ÿ

자율주행 기능이 연결되면 개인은 운전하지 않으나, 기상 조건, 교통 체증
등 차량 시스템에 최적의 조건이 아닌 경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자율주행
시스템
(Level 3,
4, 5)

조건적
자동화
(Level 3)

Ÿ

자동화가 증가함에 따라 Level 3 수준 차량은 환경 감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많은 정보 수집
- 주변 차량의 번호판 판독을 할 수 있지만 주변환경 감지 목적으로 보행자를
식별할 필요는 없음
- 주변환경 감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개인식별을 요구하지
않고 보행자(동물, 나무 등)를 물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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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내용
- 가시광선 카메라는 물체의 이미지를 캡처하고 처리하며, LiDAR은 물체까지
거리도 측정하여 환경의 3D 매핑 생성
Ÿ

LiDAR는 물체를 인식하고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전자파 사용하며, 차량에서
수집한 보행자의 체온, 보행 속도 및 습관, 위치 등은 보행자를 잠재적으로
식별하는 데 사용 가능

Ÿ

보다 정교한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환경 감지를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절대적으로 중요
- 자동차 제조업체나 입법자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관리적 조치사항, 개인
정보 최소화 및 분리, 저장 제한 등의 균형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타인, 보행자 및 기타 행위자의 안전은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술 발전에 기여

Ÿ

자율주행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차량은 인간 개입에 덜 의존
- Level 4 수준 차량은 극단적인 기상 조건 및/또는 시스템 장애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인간 운전자는 수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음
- Level 5 수준 차량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핸들이나 페달이 없으며 진정한
자율주행차로 간주

고도(Level 4)
및 완전
자동화
(Level 5)

Ÿ

낮은 자율주행화 수준에서 수집된 정보 외에도 Level 4 및 5 수준 차량은
주변 환경에 대해 보다 상세히 분석
- 내부 또는 차량 내부의 관점에서 차량은 일정, 시간, 날씨 또는 특정 식당
위치에 따라 운전자 및/또는 승객의 요구를 감지
- 외부 또는 차량 외부 상황 관련 차량은 동물이나 보행자뿐만 아니라 서행
차량, 주의가 산만한 보행자나 운전자, 응급상황, 낙상 물체 및 특정 기상
상황(홍수) 등 감지
- 부가적인 내부 및 외부 기능은 수집된 정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연결 필요

3. 영국의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사례
▶ 영국 정부는 AV가 도로 교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운전자의 실수를 줄여 도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사람들의 이동성을 향상하여 영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 영국 교통부가 발표한 연구 결과3)에 따르면 영국 내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는
2035년 417억 파운드의 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
3) UK Department for Transport, UK on the cusp of a transport revolution, as self-driving vehicles set
to be worth nearly £42 billion by 2035, 2021.1.13

- 4 -

2022년 8월호(1)
•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이점을 누리고, 영국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도약하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도록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

▶ 최근 영국 정부는 급속히 확산 중인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규제와 거버넌스 체계 관련 포괄적인 관점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자율주행차에서 책임 있는 혁신에 관한 정책보고서’* 발표(2022.8.19.)
• 대중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에 대한 이슈와
권고사항, 책임 있는 혁신에서 중요한 설명 가능성, 데이터 공유, 대중 신뢰,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와 권고사항 제시
▶ 특히, 동 보고서는 AV 소유자·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생체정보, 설계 및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감시카메라·통신기기로서의 AV 관련 개인정보 보호 권고사항 제시
• (AV 소유자·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바이오정보) AV 규제기관은 개인정보 감독기구
ICO과 협의하여 AV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규정하는 승인받은 자율주행기관(이하 ASDE*) 및
이용 책임자 없는 차량 운영자(이하 NUiC 운영자**) 지침을 발행해야 함
* Authorised Self-Driving Entity: 법률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로운 법률 행위자,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AV 인증을 추진하는 주체(예: 자동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설계사, 둘 사이의 합작 투자사)
** No User-in-Charge vehicle Operator: 이용 책임자 없는 차량 운영자, 여기에서 사용자
책임자(Uic)는 자율주행시스템(ADS) 기능이 작동하는 동안 차량에 있고 주행 제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개인을 의미

• (설계 및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ASDE 및 NUiC 운영자는 AV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설계 및 기본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통합해야 함
• (감시카메라·통신기기로서의 AV) ASDE는 비디오 감시 관련 정보위원실(ICO)의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AV 카메라를 명확히 표시하며, 내각실은 수사권법*이
ASDE 및 NUiC 운영자에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함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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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_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보호 권고사항4)
분야

권고사항

시행자

제15항. AV 규제기관은 ICO와 협의하여 AV에 적용될 개인정보보호
의무5)를 명확히 규정하는 ASDE 및 NUiC 운영자를 위한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이러한 지침에 다음사항 포함
a)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DPIA) 수행을 위한 요건과 평가결과를 승인할 때
차량 안전 사례 보고서와 함께 DPIA 결과문서의 공개 요건6)
b) “ASDE 및 NUiC 운영자가 적절한 DPIA 준비, 승인 및 라이선스
결정에 DPIA 사용 가능”을 명확히 규정
c) ASDE 및 NUiC 운영자가 컨트롤러, 프로세서 또는 공동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평가 항목
d) 차량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UiC 또는 승객으로부터 유효한
AV 소유자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요건

도로 이용자의

e) AV가 수집한 개인정보( 특히 위치정보) 관련 보유 및 삭제 일정

개인정보/

f) 개인정보 처리·공유하는 데 필요하며 합법적 목적으로 간주하는 사항

바이오정보

(예: 안전 개선, 보험 청구 등)

ICO, 관련
당국, 운영
규제자

g) 차량 외부의 도로 사용자의 개인정보(예: 보행자 얼굴 이미지) 처리가
GDPR 6조에 따라 적법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예: 중요한 이익
또는 정당한 이익)
h) GDPR 9조에 따른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예: UiC의 생체인식정보)
처리가 적법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예: 명시적 동의 또는 상당한 공익)
i) AV의 주요 결정에서부터 사고 신고에 이르기까지 설명 가능한 AV를
설계하기 위해 AV 내부의 AI 시스템에 대한 시험
j) “법률적 효과가 정보주체에 미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
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한 결정”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ADS 기능들
제16항. ASDE 및 NUiC 운영자는 AV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설계
및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통합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조치에
다음 사항 포함
설계 및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최소화

a) AV가 수집하거나 AV 시스템 교육을 위해 소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예: 도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공정한 대응, 안전한 차량 작동

관련 당국

및 사고 조사)
b) 15조(f)가 설정한 법적 목적들을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개인정보는 수집 또는 생성 시점에서 익명으로 처리해야 함
(예: 보행자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흐리게 처리)
c) 필요한 기간만 개인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15조(f)에서 설정한

4) 동 정책보고서애는 총 46개의 권고사항이 들어 있으며 이 중 제15항~제19항까지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고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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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권고사항

시행자

합법적 목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 이외
상황에서는 차량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말아야 함
c) 15조(f)가 설정한 합법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함
(예를 들어 차등 개인정보보호기술 사용)
제17항. ASDE가 다른 도로 사용자의 비디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비디오 감시에 대한 관련 ICO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승인기관은 승인 결정의 일부로 관련 ICO 지침 준수 필요
감시카메라 및
통신기기로서의
AV

ASDE,
규제당국

제18항.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차량 내외부의) AV 카메라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ASDE,

- AV가 다른 도로 사용자의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이를

규제당국

차량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제19항. 내각실은 수사권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이 ASDE 및
NUiC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침을 발행해야 함

내각실
(Home
Office)

4. 캐나다의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사례

▶ 2017년 캐나다 개인정보 감독기구(OPC)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과 관련된
규제 및 기술 이슈에서 AV가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
▶ 캐나다 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설문조사7)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AV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우려 표시
※ 설문조사 응답자 중 30%는 개인정보 침해(위치 추적 등) 우려
▶ 캐나다에서 AV 규제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규제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강조하여 법률 개정 추진
• 캐나다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V 제조업체 등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AV 차량에 대한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변화를
검토하고, 해당 요건들을 적용 필요

5) 영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최근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새로운 규정
등을 담은 문서로 새로운 지침(DCMS, Data: a new direction, 2021.9) 발표
6) 현 영국 GDPR에는 DPIA의 공개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의무가 없으며, 이번의 AV 관련 지침에서는 DPIA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7) Transport Canada, Canadians' Awareness of and Confidence in Automated Vehicles - Transport
Canada,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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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Guidance는 2022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에 따라 AV 제조기업 등을 위해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 영향에 대한
캐나다 관점 제시
* A Canadian perspective on privacy implications of autonomous vehicles
• (AV 관련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법률) 아직 AV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으며, 연방 수준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이하 PIPEDA)*을 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는
모든 민간 부문 조직에 적용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현재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연방법. 2022년 8월 기준 한층 엄격해지고 강화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PPA)으로 대체 작업 진행 중

• (AV 기업이 현재의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 차량
개인정보 수집 기능을 신중히 설계하고,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고려 필요
• (AV 기업이 향후의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인식할 사항) 연방과 주
차원의 법률 개혁이 추진 중이며, 민간 부문 법률 적용 범위에 ‘자율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이하 ADM) 및 인공지능(AI) 시스템 추가되고, PIPEDA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연방법(CPPA)에 ADM 시스템의 투명성 요건이 포함될 전망
※ 퀘벡 주의 경우,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현대화 법안(Bill 64) 도입(2023년 9월 발효),
ADM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정정권 규정

표3 _ 캐나다에서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 영향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Ÿ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및 개인정보 규제 관련 캐나다로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 차원에서 규제

AV 관련
개인정보에

- 현재 일부 지역에서 AV 테스트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정책이나 규정 마련
Ÿ

적용되는

캐나다에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관할 구역과 달리 여행 정보, 안전사고 정보, 운전자
정보 등 AV가 생성 또는 공유하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연방 또는 주 정부

캐나다

차원의 특정 법령이나 규정이 없음

개인정보보호

- 대신, 차량이 생성하고 제조업체가 수집한 정보가 자동차 자체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관련 법률

개인과 관련될 정보인 경우 캐나다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법(PIPEDA) 대상이 될 수 있음
Ÿ

헌법상의 이유로 캐나다 민간 부문 개인정보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규제
- 연방 수준에서 PIPEDA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는
모든 민간 부문 조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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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캐나다의 3개 주(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는 해당 주 내 민간 부문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공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 제정
* 앨버타의 개인정보보호법(Alberta PIPA),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개인정보보호법(BC PIPA),
Ÿ

퀘벡의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법(Quebec Act)
EU GDPR 등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정보 원칙에 따라, AV 기업은 처음부터 차량
개인정보 수집 기능을 신중하게 설계하고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

Ÿ

개인의 자율성 보호를 위한 개인 동의 원칙에 따라, 동의 절차에서 이용자 관점을
고려하여, 동의 절차가 이용자 친화적이고 제공된 정보가 이용자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AV의 복잡한 설계로 인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법에 대해 충
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절차 구현 필요

AV 기업이

Ÿ

특정 센서를 끄거나 특정 사용자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기능과 같이 개인이 자신의

현재의 캐나다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할 때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선택사항 제공

의무를

- 카메라에 찍힌 일반 보행자와 같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충족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직후 자동 삭제나 익명화 고려 필요

준비할 사항

-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V 기업이 '적시' 알림, 대화형 도구 및 맞춤형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해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설명할 것을 권장
Ÿ

AI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고려 필요
- 커넥티드나 자율주행 차량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제품 개발 이후의 사후 고려사항이
될 수 없음
- 생산 직전이나 생산하여 운영 중에 근본적인 결함을 식별하면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 소요되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

Ÿ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도난 및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V 회사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실제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과

Ÿ

개인에게 통지해야 함
AV 기업은 현재 캐나다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상당한 개혁 기간을 겪고
있음을 인식 필요
- 타 관할지역의 개선, 소비자 민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캐나다 전역의 많은 관할

AV 기업이

지역에서 민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를 개정작업 추진 중

향후의 캐나다

- 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에 ADM 및 AI 시스템 관련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인식할
사항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Ÿ

퀘벡 주의 경우,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을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Bill 64) 도입 절차를 완료(2023년 9월 발효)
- 개인 결정이 전적으로 자동화된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조직이 개인에게 처리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
- 조직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개인정보와 결정 이유에 대한 개인 요청을 준수하도록 규정
- 9 -

2022년 8월호(1)
구분

주요 내용
- 개인은 AD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 규정
Ÿ

PIPEDA를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법안(CPPA)의 법제화 추진이 임박
- 연방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안(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 2020, CPPA)은 퀘벡
주 법률(Bill 64) 및 EU GDPR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연방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 법률로
제안될 전망
- 새로운 법률은 ADM 시스템에 적용되는 투명성 요건을 규정하여 기업이 자사의 AV
시스템 활용 방법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
- CPPA법안은 개인정보에서 파생된 비식별화 정보 생성, 이용 및 공유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관한 규칙 제안

Ÿ

캐나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현재 강력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나, 점차
권한 강화 예상
※ 퀘벡주는 법률(Bill 64) 개정안에서 GDPR과 유사한 처벌 규정, 타 주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행정적·금전적 처벌, 구속력 있는 명령과 수사 기능 등 더욱 강력한
집행 권한 요구 중

5. 결론 및 시사점

▶ 자율주행차는 사용자의 행동이나 습관 분석, 주행 안전 등을 위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외부기관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자율주행 수준에 비례한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 자율주행 수준(Level 0~5)에 따라 수집 및 생성하는 개인정보에는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고수준 단계의 자율주행차(Level 3~5)는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의 적용이 중요
▶ 주요국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규제 체계 마련 착수
•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종합적인 이슈 분석과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AV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개발, AV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설계 및 기본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통합 등 제시
• 캐나다는 퀘벡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 ADM 시스템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 정정권을 규정하였고, PIPEDA를 개혁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새로운 연방 법안(CPPA)에서는 ADM 시스템의 투명성 요건이 포함될 전망
▶ 국내에서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관련 국내 AV 제조사들은 수출 대상 국가들의
규제 정책과 기술적 요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국가의 규제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정책 및 법제 관련 기관들은 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여 이들
국가 기관들과 정책 및 연구 협력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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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DataGuidance, Canada: A Canadian perspective on privacy implications of autonomous
vehicles, 2022.2
2. DataGuidance, International: Introduction to autonomous vehicles updates and challenges
for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2021.6
3. UK Government, Responsible Innovation in Self-Driving Vehicles, 20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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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령 사례 분석
- 스페인 임상시험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강령 중심으로 -

[ 목 차 ]

1. 개요
2. CoC의 주요 내용
(1) 회원 기관의 의무
(2) 임상시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3)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pharmacovigilance)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4) 강령 준수 및 모니터링

3.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AEPD)는 ‘22.2월 ’임상시험, 기타 임상 연구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CoC)‘8)을 승인
• AEPD는 민간단체가 개발한 CoC에 대해 GDPR 제40조9)와 스페인의 국내법으로서
GDPR의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LOPDGDD)10) 제38조를 근거로 승인
▶ CoC는 크게 ▲행동강령의 일반조항 및 거버넌스 ▲ 임상시험 및 기타 임상 연구의
행동 프로토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행동 프로토콜의 3개 파트로 구성

8) AEPD, Code of Conduc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Purposes of Clinical Trials, other
Clinical Investigations and Pharmacovigilance, 2022.2.10
9) GDPR 제40조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제1항: 회원국, 감독기구, 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 EU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처리 부문의 명확한 특징과 영세 및 중소기업의 특정 요구를 고려하여 본 규정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한 취지의
행동강령을 입안하도록 장려한다.
10) Spain Organic Law 3/2018,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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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국가제약산업협회(FarmaIndustria)가 개발한 이 강령은 강령을 준수키로 한 임상
약물 시험 스폰서(일반적으로 제약사)와 계약 연구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sations,
CRO)이 임상·바이오메디컬 연구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
• 강령은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GDPR 적용 촉진을 위한 프로토콜 구축,
▲개인정보 코드화(codification)를 위한 상세 요건 제공 및 ▲임상시험 참여자별 상세
책임에 대한 규정 등을 제시

2. CoC의 주요 내용

(1) 회원 기관의 의무
▶ 회원 기관의 강령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강령에 가입한 개인정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게는 강령 준수의 책임이 부과
▶ 강령 가입 회원 기관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음
• (회원 자격에 대한 공표) 임상시험 스폰서는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기타 시험 문서에 강령에
가입돼 있음을, 제약 회사는 동의서(동의가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문서에 강령의 회원임을
각각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함
• (교육 제공) 스페인 국가제약산업협회와 강령 회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및
전문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프로토콜 준수) 스페인 국가제약산업협회와 강령 회원은 임상시험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함

(2) 임상시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임상시험 및 기타 임상 연구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 강령에서 확립된 주요 규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코딩된 개인정보11)) CoC는 코딩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적용되므로, 코딩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되지 않음

11) 수집 정보를 의미 있고 일관성 있는 범주 세트로 변형시키는 절차로, 개인정보를 요약하여 再재현(re-present)함으로
써 기록되거나 관찰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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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 절차는 연구 책임자나 스폰서가 계약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실행될 수 있음
- 제3자에 의해 코딩이 이뤄질 경우 임상시험의 외부자가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임상센터가 제출한 정보에 포함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코딩 처리를 한정
• (코딩 절차) 코딩 절차(codification)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의 사항을
담보해야 함
- 스폰서는 원칙적으로 시험 주체에 대해 식별할 수 없을 것
- 환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체인(identification chain) 정보 제거
- 동일 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각 환자들의 임상시험 진전 상황에 대해 가시적인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일 코드 내에 저장
•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임상시험 분야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연구 피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그러나, 임상시험이나 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 주체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 (처리 활동 저장) 임상센터/연구 책임자와 스폰서는 GDPR 제30조(처리활동의 기록)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활동 내역(ROPA, Record of Processing
Activities)을 저장해야 함
- 유사한 임상시험 조건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될 경우 하나의 ROPA만 임상 연구 관리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ROPA 템플릿은 부록의 표준 양식을 통해 별도로 제공
- 스폰서는 반드시 코드화된 개인정보만 수령해야 함
•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기존의 환자 문서 정보와 함께 GDPR에 따른 정보 고지도
함께 실행될 것
- 임상 연구 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공한 법령인 ‘왕실 칙령
1090/2015’12) 하에서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환자 정보 문서의 정보와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고지는 GDPR 제13조13) 및 제14조14)와
LOPDGDD 제11조15)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12) Royal Decree 1090/2015 of 4 December 2015 Governing Clinical Drug Trials, Drug Trial Ethics
Committees for Investigation with medicinal products and the Spanish Clinical Studies Register
13)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
14)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
15) 정보 수집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Transparency and information to the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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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CoC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 스폰서와 임상센터 또는 연구 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16)는 각자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컨트롤러로서, 각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여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등에 의해 발생된 침해에 대해 공동 및 복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스폰서와 임상센터는 컨트롤러로서 각각 임상시험 주체 선정 기준과 데이터 코딩을
담당하고,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 임상 기록과 개인정보의 위생(sanitary service)을 관리
- 특히 임상센터는 GDPR 하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임상 주체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음
- 한편, 임상 연구와 관련된 주요 개인정보 프로세서에는 모니터17), CRO, 감사 기관,
고객 서비스 제공사, 샘플 수집 또는 샘플 전송 서비스 제공사 등이 포함

그림1 _ 스페인 CoC: 임상시험과 관련된 당사자별 역할

출처: Hogan Lovells(2022.3)

• (개인정보 재사용) CoC는 후속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연구 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의 이차적 사용 문제를 다루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연구 참가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스페인의 국내법(LOPDGDD)에 따르면, 의료 및 바이오메디컬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재활용은, 특정 목적을 위한 동의 취득 하에 개인정보가 연구 목적 또는 초기 연구의
과학적 통합이 이뤄지는 분야와 관련된 영역으로 활용될 경우 적법한 것으로 간주18)
16) 연구 책임자가 임상센터 소속이 아닐 경우 임상센터 관할 하의 프로세서로 간주
17) 임상 분야의 훈련과 과학적 역량을 갖춘 훈련된 전문가로, 스폰서가 선정하며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담당.
스폰서와 연구 책임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하며, 어떤 경우에도 모니터가 연구팀의 일부가 되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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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 재사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가능
· 연구 책임자와 연구팀원들이 시험 주체의 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도록
데이터 코딩은 연구팀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제3자는 참여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해야 함
· 모든 연구팀원은 CoC의 부록(Appendix)에 수록된 비밀유지계약서(NDA)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하며, 시험 참가자를 재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어떤 활동에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함
· 임상시험 센터는 허가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한 접근이나 시험 주체의 신분 확인을
막기 위한 모든 보안 조치를 실행해야 함
·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GDPR의 규정을 따를 수 있음
· 시험 주체 개인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
• (개인정보 저장기간) 스폰서와 임상센터/연구 책임자는 임상 연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임상 연구 종료 시점 이후 기본적으로 최소 25년간 보관해야 함
- 이 기간은 적용 법률 등 특정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일부 개인정보가 임상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재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이외 개인정보 보관 방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은 CoC에서 기술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CoC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 개념을 도입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란 임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주체로, 이를 통해 스폰서는 단독 또는 연구원의 도움으로도 참가자에 대한
재식별(re-identify)이 불가능
• (국경 간 개인정보 전송) CoC는 개인정보의 국가 간 전송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술보다는 GDPR 규정을 대부분 적용
- 非EU 스폰서의 경우 GDPR 제27조의 규정(EU 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에 따라 EU 내에서 대표자를 임명해야 함
- 또한, EU 밖의 스폰서 역시 GDPR 제3조(영토의 범위)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GDPR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가 이전(transferring) 스폰서에 의해 익명화되어 유럽경제지역(European

18) LOPDGDD 17차 추가 조항의 2. 의료 연구 분야의 데이터 처리 범주 c)

- 5 -

2022년 8월호(2)
Economic Area) 밖 제3국의 개인정보 이전 수신자가 연구 참가자를 재식별하는 것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국가 간 개인정보 전송을 규율하는 규정(GDPR의
제44조 및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그러나 참가자를 재식별할 수 있는 경우 수령국이 GDPR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 개인정보 소스) 의료 분야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시장에
출시된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등 실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하위 연구들의 특성이 상이하지 않다면 한 번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DPIA)로 스폰서가 수행하는 임상 연구 전반에 걸친 평가를 수행
- 임상센터와 스폰서는 각자 자체적인 DPIA를 수행할 것
- 스폰서의 DPIA는 데이터 코딩 절차 시의 위기 요인이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19)의
영향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평가해야 함
• (부작용 발생) CoC는 부작용(adverse events)을 임상시험 중 발생되는 것과 관찰연구 중
발생되는 것을 구분
- 어떠한 경우에든 연구 책임자는 스폰서에 해당 사건을 고지해야 하며, 이때의 고지
절차는 GDPR 제6조(처리의 적법성)의 제1항(c)에 따라 이뤄져야 함
• (보안 조치) CoC에서는 스폰서가 이미 안전한 데이터 코딩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수단20)을 강구할 경우 스폰서의 보안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
- 또한, GDPR 규정 이외에도 스폰서-임상센터 간 협약에서는 침해 고지의 주체와 침해
방어를 위한 조정 및 협력과 관련된 의무를 기술해야 함
• (표준 형식) CoC는 회원 조직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 시 실무적으로 필요한
문서 템플릿을 제공
- 다양한 부록 문서들을 통해 계약 시 참조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 조항
예시와 함께 다수 참가자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처리 활동을
기록하고 정보 주체의 액세스 요청에 대응하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 문구
양식을 제시

19) reverse engineering: 장치 또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원리를 알고자 할 때, 그 구조를 분해하고 분해된 것을 분석해
원리를 발견하는 방식
20) 정기적인 감사, 직원들과의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 모니터에게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스폰서에게 제공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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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pharmacovigilance)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 동 강령에서 언급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코딩된 데이터) CoC는 제약회사가 코딩되거나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상황과 각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을 설정
•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CoC는 의료,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높은 품질 및 안전 기준을
보장할 의무와 함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정의
•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프로토콜) 부작용 발생 시 다양한 채널 유형(예: 전화,
이메일/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등) 및 당사자 유형에 따라 각각의 차별적 공지
방안들로 구성된 체계적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구축

그림2 _ 이메일/웹사이트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 고지 발생 시의 대처 프로토콜 사례

출처: 스페인 AEPD(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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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공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분야의 개인정보 공개 및 처리는 ▲컨트롤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GDPR 제6조(1)(c))나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GDPR 제6조(1)(f)) 등의 기업
그룹 내 맥락을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기술
- 동 강령은 임상시험이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GDPR
제6조(1)(c))’와 ‘GDPR 제9조(2)(i), (j)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임상시험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보장
- 피시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시 요구되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므로, 동의 철회의 권리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GDPR 제13조(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와
제14조(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의무 준수는 필요
• (책임 의무) CoC는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책임
의무를 상세히 기술
• (권리 행사) CoC는 접근, 정정, 삭제 등의 권리 행사 또는 처리 제한에 대한 요청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상세 프로토콜을 제공
• (표준 양식) CoC는 회원 조직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
실무적으로 필요한 문서 템플릿을 제공
- 다양한 부록 문서들을 통해 계약 시 참조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 조항
예시와 함께 이해 관계자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형식 및 코딩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제약 회사와 CRO 간의 표준 문구 양식을 제시

(4) 강령 준수 및 모니터링
▶ 독립 기관으로서 행동강령 관리기구(Code of Conduct Governing Body, CCGB)는 회원
기관 조직의 강령 준수를 모니터링할 책임을 지니며, CCGB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회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회원 조직의 등록을 유지 관리
• 체계적이고 무작위적인 검토 또는 연례 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강령을 보급, 해석 및
시행하고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
• 강령 준수에 관한 회원 기관 조직의 문의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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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강령 수정 사항에 대해 4년마다 보고서를 발행: 적절한 수정
사항을 제안하여 강령의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며 데이터 경제 발전에 보조를 맞추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판례법 개발을 지원
▶ CCGB는 다음의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
• (중재) 이해 당사자가 회원 기관 조직에 대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민원 사항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징계 절차) CCGB는 다음의 3가지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 상기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결정에 따라, 회원 기관 조직이 부여받은 특정
의무를 명시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강령에 규정된 체계적이고 무작위적인 검토 및 감사 결과 등을 통해 CCGB가 준수가
미흡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경우
- CCGB가 회원 기관 조직이 개인정보 권리 행사에 대한 다수의 요청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 AEPD는 CCGB에 회부한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AEPD가 이해 당사자의 민원을
CCGB에 전달하는 경우, 상기의 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
• AEPD의 제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GB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음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경미한 위반(minor breaches): 서면 경고
- 심각한 위반(serious breaches): 위반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서면 경고와
함께 일시적인 회원 자격 정지
- 매우 심각한 위반(very serious breaches): 서면 경고 및 제재 발표와 함께 1~3년 동안
회원 기관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예외적으로, 특별히 심각한 법적 위반과 높은 수준의
책임을 포함하는 매우 심각한 위반의 경우 회원 기관 강령으로부터 영구 제명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제재 외에도 회원 기관 조직은 부적절한 환경 또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교정하고
확인된 결함이나 부정행위를 복구하고 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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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 CoC는 GDPR과 스페인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률 체계의 헬스케어 분야 적용을 위한
유의미한 규범 사례를 제공
•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정의와 역할,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GDPR 제9조 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률적 해석과
가이드 제공 방안 등을 제시
•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코딩된 데이터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각각에
대한 규칙과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각종 문서 양식을 제시
▶ CoC에 참여하지 않거나 강령을 위반하는 연구 조직의 경우 GDPR 제28장(프로세서)을
비롯한 주요 GDPR 규정을 위반할 수 있어, 동 강령은 향후 스페인 임상 연구 조직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
• CoC는 최초의 헬스케어 분야 규범으로서 유럽 단위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위한 벤치마크 문서 역할을 하게 될 것
• 나아가 EU 차원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임상시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접근법 개발을 위한 기준점을 제공

Reference
1. AEPD, Code of Conduc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Purposes of Clinical
Trials, other Clinical Investigations and Pharmacovigilance, 2022.2.10
2. BOE Consolidated Legislation, Organic Law 3/2018, of December 5,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guarantee of digital rights.
3. DataGuidance, Spain: Code on personal data in clinical trails, clinical investigations, and
pharmacovigilance, 2022.3
4. Hogan Lovells, Clinical trials in Spain: Takeaways from the new code of conduct (Part 1),
2022.3.10
5. JD Supra, Heads up! New Spanish Code of Conduct on personal data in clinical trials
and pharmacovigilance, 2022.3.1
6. GDPR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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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view AI 관련 유럽 개인정보 감독기구
행정처분 주요 내용

[ 목 차 ]

1. 개요
2. 감독기구별 행정처분 주요 내용
(1) 서론
(2) Clearview AI의 GDPR 적용 대상 여부 판단 및 쟁점
(3)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22.2.10.)
(4)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22.5.26.)
(5)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22.7.13.)

1. 개요

▶ 미국 뉴욕 기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인 Clearview AI는 ‘17년 호주 엔지니어인
호안 톤탓(Hoan Ton-That)이 설립하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상에 올려진 개인의 얼굴 이미지를 대규모로 무단 수집 및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음
• 설립 이래 전 세계 주요 사법기관을 주 고객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
대상을 학교, 민간기업 등에까지 확장 중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100억 건이
넘는 얼굴 이미지를 보유
•

Clearview

AI

고객의

주목적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해당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함으로, 미국 연방수사국, 경찰
등이 이를 활용해 오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의 사법기관에서도 이를 시범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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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방식 등) Clearview AI의 작동 방식 및 서비스 제공 형태는 다음과 같음
• Clearview AI는 웹 스크래핑을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웹 사이트, 유튜브 클립과 같은 동영상에서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수집
• 얼굴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와 연관된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데, 여기에는 이미지에
포함된 위치정보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정보가 모두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이후 특수 기술을 활용하여 얼굴에서 나타는 정보를 정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벡터값으로 변환한 후 Clearview AI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 고객은 Clearview AI의 이용자로서 신원파악을 원하는 이미지(Probe Image, 이하
프로브 이미지)를 Clearview AI에 제공하고 Clearview AI는 해당 얼굴 이미지를
분석하여 벡터값으로 치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와 비교 대조
• 이후 이용자는 프로브 이미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 목록을
제공받으며 해당 이용자가 이러한 결과 중 하나를 클릭하면 이미지의 원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됨

▶ (법적 쟁점) Clearview AI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보주체의 얼굴 이미지를 대량 및
무작위로 수집·가공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인데, 이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
• 특히 EU 권역을 통괄하는 엄격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널리 시행되고 있음에도,
얼굴 이미지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과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은 문제로 지적돼 옴
• 더구나,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얼굴 이미지를 수집해 오면서 그중 다수가 EU
권역 내 거주자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GDPR에서 규정하는
컨트롤러의 의무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의 여지가 컸음
• 이와 관련, 유럽 각국의 정보주체 또는 인권단체 등이 Clearview AI의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이유로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22년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
• 아래에서는 세 유럽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내린 행정처분의 법적 쟁점과 그
세부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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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기구별 행정처분 주요 내용

(1) 서론
▶ Clearview AI의 부적법한 얼굴 이미지 수집이 문제로 부각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동사에 대한 제재 본격화
• (호주) ‘21년 11월 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Clearview AI가 동의 없이 호주인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을 근거로 호주인의
얼굴 이미지와 생체 인식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기존 보유한 얼굴 이미지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
• (캐나다) ‘21년 12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백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3개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Clearview AI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얼굴 이미지와
생체 인식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
• (유럽) ‘21년 12월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Clearview AI의 부적법한 생체 인식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 미지원 등을 문제 삼으며 시정을 명령21)
• 이후 ‘22년에 접어들어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정보주체 및
인권단체의 민원제기를 바탕으로 차례로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이름

(2) Clearview AI의 GDPR 적용 대상 여부 판단 및 쟁점
▶ (Clearview AI 주장) Clearview AI는 세 유럽 국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행정처분에
앞서 자신들이 GDPR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
• 자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EU 권역 또는 영국에 지점이 없어 GDPR 혹은 UK
GDPR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EU 거주자 혹은 영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지 않음
• 또한, 자사는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유럽 IP 주소에서 Clearview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했으므로 각 감독기구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음

21)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21년 1월 Clearview AI에 대해 생체 인식 개인정보 수집의 부적법성을 근거
로 민원인의 생체 인식 개인정보 삭제, 구체적으로는 민원인이 요청한 ’생체 인식 개인정보로부터 도출된 해시값(알고리
즘을 통해 얻어진 고유의 값) 삭제‘ 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함부르크 내 모든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
적인 명령이 아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만을 위한 특정적 명령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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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구의 반박)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Clearview AI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Clearview AI가 GDPR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확인
• Clearview AI는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의 정확도를 상승시켜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해 얼굴 이미지를 제시할 경우 정확도 높은 결과값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에도 얼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가공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유럽 및 영국 내 거주자가 다수 포함
• 유럽과 영국 거주자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후, 이용자
(특히, 각국 법집행당국 등)는 Clearview AI 서비스 활용을 통해 검색 결과를 지속
제공받는 방식으로 해당 거주자와 관련한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결국, 동사의 데이터베이스의 끊임없는 이미지 축적과 자사 이용자의 모니터링
활동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Clearview AI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유럽 및 영국
거주자의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구성한다는 결론에 이름
• 한편, Clearview AI는 자신이 컨트롤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보주체의 얼굴 이미지
등을 대량으로 수집, 가공 및 저장하여, 자사 서비스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Clearview

AI를

컨트롤러로 봄이 타당

▶

(주요

쟁점) 감독기구들은

Clearview

AI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돌입하면서 공통적으로 동 회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원칙 중 처리의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주로 검토
• 각 감독기구는 처리의 적법성 원칙과 관련, 얼굴 이미지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GDPR 제6조 위반 여부, 얼굴 이미지 관련 정보의 처리가 동법
제9조의 특정 범주 개인정보의 예외적 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

투명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제공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동법 제14조 위반을 검토
• 더불어, Clearview AI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해 대응을 미흡하게 했는지를
조사하여 동법 제15조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판단

▶ (소결) 상기 검토 결과, 각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각기 접수한 Clearview AI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GDPR/UK GDPR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림22)
22) 3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동일인의 민원 사안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감독기구에 접수된
Clearview AI 관련 개별적 민원사항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으로서, 각각 사실관계가 다름에 따라 GDPR상
각 조항의 위반 여부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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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감독기구가 검토한 민원은 각각 별개사안임에도 불구하고 GDPR/UK GDPR
제5조제1항제(a)호,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를 공통적으로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 특징적
• 이외에도, 동법 제5조제1항제(e)호, 제12조, 제27조도 대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표 _ Clearview AI 민원 관련 개인정보 감독기구별 행정처분 근거 조문 비교
감독기구
위반 GDPR조항23)
제5조제1항제(a)호
제5조제1항제(b)호
제5조제1항제(e)호
제6조
제9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원칙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제한 원칙
개인정보 보유기한 제한
원칙
처리의 적법성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감독기구

감독기구

감독기구

O

O

O

O

-

-

O

O

-

O

O

O

O

O

O

O

-

O

O

-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제12조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개인정보가

제13조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
개인정보가

제14조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O

O

O

제15조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
열람권

O

O

O

제16조

정정권

-

O

-

제17조

삭제권(잊힐권리)

-

O

-

제21조

반대권

-

O

-

-

O

-

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제27조

않은 컨트롤러 또는

O

-

O

제35조

프로세서의 대리인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

O

-

• 기타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다음 내용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함
23) 영국의 GDPR에 해당하는 UK GDPR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GDPR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GDPR 조항 대부분을 그대
로 가져와 제정한 것으로, EU GDPR과 핵심적인 내용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는 EU GDPR과 UK
GDPR을 별도 구분표시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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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22.2.10.)
▶ (공통)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영국,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동일하게
Clearview AI가 제5조제1항제(a)호,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위반조항
제5조

주요 내용
Ÿ

정보주체는 Clearview AI로부터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제1항

통지받지 못했고, Clearview AI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알 수 없었으며,

제(a)호

회사 웹사이트를 참고하여도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
Ÿ

Clearview AI가 GDPR 제6조제1항에 열거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적법성을 충족하게 됨

Ÿ

그러나 Clearview AI는 얼굴 이미지 수집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 동조동항 제(a)호를 충족하지 못했고, 제(b)호, 제(c)호,
제(d)호, 제(e)호와도 큰 연관이 없음

제6조

Ÿ

제(f)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음

Ÿ

이 사안에서 Clearview AI의 정당한 이익은 수익 창출 목적의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Clearview AI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므로 제(f)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Ÿ

Clearview AI의 얼굴 이미지 수집 행위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에
국한되지 않고 수집된 이미지를 생체 인식 정보로 만드는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므로 GDPR 제9조의 특정 범주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적
금지 조항이 적용

Ÿ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으나, GDPR의 취지는
특정 범주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제9조

제5조 및 제6조, 제9조의 예외적 허용 사유가 중첩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충족하지 않고 제9조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검토하는 해석은 배제되어야 함
Ÿ

또한 정보주체가 제9조제2항제(e)호에 따라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를
명백히 공개한 사실이 있었을지라도 이를 전적으로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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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항

주요 내용
Ÿ

Clearview AI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 GDPR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일련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제14조

Ÿ

그러나 여기에는 컨트롤러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나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누락

Ÿ

따라서,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한 것에 해당

제15조

Ÿ

Clearview AI는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 시 해당 조항에 나열된 정보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확답을 제공하지 않았음

▶ (개별)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관련한
일련의 조항과 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위반조항
제5조

주요 내용
Ÿ

제1항

목적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제(b)호

Clearview AI의 행위는 목적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
Ÿ

제5조
제1항
제(e)호

정보주체는 온라인에 이미지 정보를 제공할 때 제3자가 이를 안면인식

Clearview AI는 수많은 얼굴 이미지를 수집한 후 이를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층화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Ÿ

해당 정보는 Clearview AI측에 무기한 저장되고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이는 삭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Ÿ

또한, Clearview AI가 제공하는 어떤 정보에서도 보유기한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

Ÿ

Clearview AI는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에 대해 GDPR 제12조에
규정된 30일 기한을 도과하여 회신하였으며, 심지어 정보주체가 여러
차례 독촉한 끝에 답신을 제공

Ÿ

Clearview AI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청 전용 온라인 양식 및 전자
메일 주소를 운용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데, 해당 창구를

제12조

이용하더라도 열람권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기 위해 요청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수단이 쉽지도 명확하지도 않음
Ÿ

또한 정보주체의 신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더라도 열람권
행사를 위해 신분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정보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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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항

주요 내용
Ÿ

이외에, 열람권 행사 시 정보주체에게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통지로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Ÿ

Clearview AI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 GDPR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일련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제13조

Ÿ

그러나 여기에는 컨트롤러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나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누락

Ÿ

따라서, Clearview AI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할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한 것에 그침24)

Ÿ

Clearview AI의 개인정보 처리활동은 EU 역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되고, EU 역내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 GDPR 제3조제2항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에 속함

제27조

Ÿ

동법 제27조는, 동법 제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컨트롤러로 하여금
EU 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면서,

Ÿ

이때

대리인은

정보주체가

거주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행동이 모니터링 되는
회원국 중 한 곳에 설립되도록 규정
Ÿ

Clearview AI는 상기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처벌)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Clearview AI에 대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특정
행위를 금지 혹은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림
• Clearview AI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는 특정 범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대규모의 정보주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사한 것으로 과징금 2천만 유로 부과
• 웹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이탈리아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얼굴 이미지 및 관련
메타데이터의 추가적인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체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처리에 나아가는 것을 중단케 함
• 이탈리아 내에 있는 정보주체와 관련된 생체 인식 정보의 삭제를 명령하고, GDPR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요구받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권리 행사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할 의무를 부과
• 또한, 30일 이내에 EU 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명령
24)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행정처분 결정 원문에서는 GDPR 제13조 위반사항과 제14조 위반사항의 사실관계
를 분리하여 설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Clearview AI의 어떤 행위가 각각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했는지를 구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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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22.5.26.)
▶ (공통)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이탈리아,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마찬가지로
Clearview AI의 행위가 UK GDPR 제5조제1항제(a)호,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에
위반했음을 확인
위반조항

주요 내용
Ÿ

(공정성) Clearview AI는 정보주체에게 얼굴 이미지 정보의 처리를
알리지 않았고 정보주체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처리는 공정하지 못함
- 정보주체가 자신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 해당 이미지가
스크랩되어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수많은 고객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 이미지를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제5조

보아야 타당

제1항

- 정보주체의 이미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인터넷에

제(a)호

게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Ÿ

(적법성) Clearview AI의 개인정보 처리는 UK GDPR 제6조의 처리의
적법성 및 제9조제2항의 특정 범주 개인정보 처리의 (예외적인) 적법
처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함

Ÿ

(투명성) Clearview AI는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해 UK
GDPR 제14조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주체가 우연히 Clearview AI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Clearview AI의 보고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인지할 수 없음

Ÿ
제6조

Clearview AI의 처리활동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UK GDPR 제6조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Clearview AI가 짐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함

Ÿ

Clearview AI가 처리한 개인정보는 생체 인식 개인정보로서 (원칙적
처리 금지가 적용되는) UK GDPR 제9조제1항의 특정 범주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제9조제2항의 (처리가 허용되는) 예외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제9조

충족하지 못함.
Ÿ

마찬가지로 제9조제2항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트롤러인 Clearview AI에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함

제14조

Ÿ

Clearview AI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UK
GDPR 제14조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보주체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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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항

주요 내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learview AI에 연락하여 요청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음
Ÿ

정보주체는 열람권 등의 권리 행사를 위해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진을 제공하는 등

제15조

Clearview AI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
Ÿ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있어 중대한 저해
요인에 해당

▶ (개별)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별 사안에 따라 Clearview AI가 아래의 일련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
위반조항
제5조

주요 내용
Ÿ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의 기간만큼 오래 보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제1항

없으며,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미지가 언제 제거되는지 혹은

제(e)호

제거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표시가 없었음
Ÿ

측면에서

제17조

제22조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 사안에서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쟁점을 제15조와 병합해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침해’라는

제16조

제21조

Clearview AI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단하였으며

각

조항별

구체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않음
Ÿ

단, 삭제권과 관련하여 Clearview AI가 예전에는 정보주체가 데이터
베이스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만 첨언
Ÿ
제35조

Clearview AI는 영국 거주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UK GDPR
제35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어느 시점에서라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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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Clearview AI에 최종적으로 약 750만 파운드(약
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더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집행통지를 발행
• 영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스템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영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삭제
•

항소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국

거주자의

개인정보 삭제(이미지 및 기타 관련 정보인 URL, 메타데이터 포함)
• 항소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으로부터 영국 거주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스크래핑 중단 ▲영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금지
▲영국 거주자의 프로브 이미지 처리를 자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것
또한 자제
• 영국 이용자에게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파생되는 서비스 제공 자제

(5)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22.7.13.)
▶ (공통)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타 감독기구와 마찬가지로 GDPR 제5조제1항
제(a)호,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위반을 결정
위반조항

내용
Ÿ

Clearview AI의 개인정보 처리는 처리의 적법성을 규정한 GDPR 제6조를

제5조

충족하지 못했고 특정 범주 개인정보 처리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제1항

동법 제9조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성 원칙을 위반

제(a)호

Ÿ

정보주체의 얼굴 이미지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을 위반

Ÿ

처리의 적법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6조에 규정된 근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Ÿ

Clearview AI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제1항제(a)호) ▲정보주체와 Clearview AI 간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제6조

기반했다거나

(제1항제(b)호)

▲컨트롤러의

위함이라거나

(제1항제(c)호)

▲정보주체

법적

등의

의무를

생명에

준수하기

관한

이익

보호를 위함이라고 (제1항제(d)호) 볼 수 없고, Clearview AI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않았음
Ÿ

제(f)호의 ‘컨트롤러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을 위한 처리’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느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보다 우선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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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항

내용
Ÿ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Ÿ

원칙적으로 동법 제6조의 적법한 처리 근거 중 일부와 제9조제2항의
예외의 일부가 중첩적으로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리가 적법

제9조

Ÿ

동법 제6조를 만족하지 않은 채 제9조제2항에 언급된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수 범주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Ÿ

Clearview AI가 처리한 이미지의 소유자인 각 정보주체는 정보처리
전후로 동법 제14조상의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함

제14조

- 정보주체가 우연한 기회에 Clearview AI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접근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제15조

Ÿ

정보주체가 동법 제1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Clearview AI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함

▶ (개별)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자신이 접수한 민원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제12조와 제27조 위반을 확인했으며, 전체적으로 상기 두 감독기구의 결정취지와 유사
위반조항

내용
Ÿ

제12조

정보주체가 동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으나 Clearview AI가 해당 권리 행사에 응하지 않아 제15조
열람권 행사를 용이하지 않게 함

Ÿ

Clearview AI는 EU에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GDPR의 적용대상에 해당

제27조

Ÿ

동법 제3조제2항에 따라 GDPR의 적용대상이 되는 컨트롤러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EU 역내에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처벌) 그리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적법성 및 투명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Clearview AI에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내림
•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에 따른 의무 이행 ▲그리스에 기반을 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금지 ▲그리스에 기반을 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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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Clearview AI breached Australians’
privacy, 2021.11.3.
2. Office of Pricacy Commissioner of Canada, Clearview AI ordered to comply with
recommendations to stop collecting, sharing images, 2021.12.14.
3. CNIL, Reconnaissance faciale : la CNIL met en demeure CLEARVIEW AI de cesser la
réutilisation de photographies accessibles sur internet, 2021.12.16.
4. noyb, Clearview AI's biometric photo database deemed illegal in the EU, but only partial
deletion ordered, 2021.1.28.
5. noyb, Europaweite Beschwerden gegen Clearview AI, 2021.5.26.
6. Garante, Ordinanza ingiunzione nei confronti di Clearview AI, 2022.2.10.
7. TechCrunch, Italy fines Clearview AI €20M and orders data deleted, 2022.3.9.
8.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Clearview AI Inc. Monetary Penalty Notice, 2022.5.26.
9.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Clearview AI Inc. Enforcement Notice, 2022.5.26.
10. The Record, Clearview AI fined $20 million, banned from processing biometric data in
Greece after GDPR violations, 2022.7.14.
11. TechCrunch, UK fines Clearview just under $10M for privacy breaches, 2022.5.23
12. Αρχής Προστασίας Δεδομένων Προσωπικού Χαρακτήρα , Επιβολή προστίμου στην ετ
αιρεία Clearview AI, Inc, 2022.7.13
13. noyb, Second €20 Mio Fine for Clearview AI, 2022.7.13
14. TechCrunch, Selfie scraping Clearview AI hit with another €20M ban order in Europe,
2022.7.14.
15. AL Regulation, Greek DPA fines Clearview AI 20 million euros for GDPR violations,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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