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 원칙

이재웅 이사 리스크자문본부 정보보안 서비스 그룹

Introduction

글로벌 추세는 자국 데이터 보호 및 관련 

규제 강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 등 기업 데이터 활용 

경쟁 심화

EU GDPR 첫 번째 제소 및 벌금 부과 사례

2019년 1월 21일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

관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은 구글에 5,000만 유로의 벌

금을 부과했다.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유럽일

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GDPR)의 필수 원칙인 투명성

(transparency)과 정보 제공(information), 그

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와 관련해 EU 

GDPR의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CNIL은 조사를 통해 구글에서 2개 유형의 법률 

위반을 확인했다. 첫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처리 목적, 데이터 보관 기간, 그

리고 개인화 광고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관

련된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제공되므로, 사

용자가 전체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차례 관련 링

크 및 버튼을 클릭해야만 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

해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을 고지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했다. 

둘째는 구글이 ‘개인 맞춤 광고(ads personalization 

process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

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

서 개인정보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명료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구글은 다양한 서비스(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홈, 구글지도 등)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개인 맞춤 광고’에 활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서비

스에서 어떤 항목의 데이터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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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U GDPR 시행 당일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단체인 NOYB,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인 LQDN(La Quadrature Du Net)이 GDPR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건에 대한 결정으로 GDPR 위

반 혐의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OYB는 ‘내 사생활은 당신과 상관없어(My 

Privacy is None Of Your Business)’라는 슬로건

을 바탕으로 2017년에 설립된 단체인데 기업의 무

분별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의 활

동)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한다. 

이 단체는 EU GDPR 시행 당일 구글뿐만 아니라 인

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을 제소했으며, 추가로 

2019년 1월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아

마존 프라임, 애플뮤직 등의 글로벌 기업을 정보 주

체의 개인정보 접근 요청에 대한 GDPR 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번 제소 건은 GDPR 제정 시 강화된 ‘정보 주체

의 권리 보장’에 관한 위반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본

질적으로는 구글의 위반 사례 중 첫째에 해당하는 

‘투명성’ 위반과 사실상 같은 사안인 듯 보인다. 

표1의 NOYB 개인정보 접근 요청에 대한 업체별 

회신 결과에 따르면 많은 회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출

처, 이용 목적, 수집·이용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조

합, 보관 기간 및 개인정보 파기 시점, 개인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본 사례의 각 회사가 처리

하는 개인정보 활동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내

용대로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합리

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담당

자가 이해하고 있던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과 현업

부서에서 실제 처리하고 있는 운영 현황이 상이해 적

절한 조치 및 관련 절차 개선 등을 수행했던 기억이 

있다. 조직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내부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GDPR의 법적 근거 마련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데

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

다. GDPR은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

에 대해 당 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

음으로써 통계 및 연구 목적 등을 위한 익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명처리

(pseudonymization)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데

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데이터의 활용을 어느 정

도 보장하는 의도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국가별 자국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현황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한 GDPR의 시행은 

본격적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쟁의 시작을 의미

한다. 우선 GDPR에서는 유럽연합(EU) 내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지만, 제3국으

로의 데이터 역외 이전은 강하게 규제한다. 제3국이 

EU 회원국과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는 GDPR과 동등한 수준의 법제도와 함께 이를 관

리·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갖춰야 한

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제3국이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적합 승인을 받

은 후에, EU 회원국과의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현재까지 적정성 결정을 획득한 국가는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등 총 12개 국

가이며, 일본은 최근 적정성 결정에서 ‘적합’ 승인을 

받았다.

중국, 베트남 등은 자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자국 내에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 자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

화하는 규제를 새롭게 시행했다. 일본, 인도 등은 국

외 이전을 제한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등 자국의 데이

터 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제·개정하면서 익명처리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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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OYB 개인정보 접근 요청에 대한 업체별 회신 결과에 따른 제소 내역

  okay       partly       missing 

응답 여부
원본 

데이터
데이터 이해 

가능성
배경 정보1 응답 

지연 정도
회사 소재지 최대 벌금액3

아마존 프라임 다운로드2 룩셈부르크 63.1억 유로

애플뮤직 다운로드2 아일랜드 80.2억 유로

DAZN 응답 없음 영국 2,000만 유로

필름잇 30일 오스트리아 요구되지 않음

넷플릭스 27~30일 네덜란드 4.15억 유로

사운드클라우드 응답 없음 독일 2,000만 유로

스포티파이 다운로드2 스웨덴 1.63억 유로

유튜브 다운로드2 미국 38.7억 유로

1. 배경 정보: 개인정보 수집 출처,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보관 기간 등. 

2. 다운로드: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기능 제공.

3. 최대 벌금액: 2017년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한 값.

출처: NOYB 홈페이지(https://noyb.eu/access_streaming/)

그림 1.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GDPR의 전문(recital) 26

출처: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본문 발췌(https://eur-lex.europa.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cital 26 

Not applicable to anonymous data

The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should therefore not apply to 

anonymous information, namely information which does not relate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or to personal data rendered 

anonymous in such a manner that the data subject is not or no longer 

identifiable.

This Regulation does not therefore concern the processing of such 

anonymous information, including for statistical or research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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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응 현황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CLOUD)  등 법제도 정비 

미국의 대표적 기업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쿡은 2019년 다보스포럼에서 연방 차원의 포괄

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뉴욕 및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state)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나, 

연방 차원의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마련되

어 있지 않다. 이는 미국이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

업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데이터 보호는 자율 규제

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서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인 ‘데이터 브

로커’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된 

법안을 제·개정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을 제정했다. 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

념 정의 확대, 가명처리 등 비식별 정보와 관련된 개

념 정의,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개인정보 처리

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

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

해 자신의 개인정보 판매를 거부하는 옵트아웃(opt-

out)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경제규모로 봤을 때 2018년 기준 

세계 5위권 국가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미국에서 가

장 인구가 많고, 구글, 애플 등 초대형 글로벌 정보기

술(IT) 기업 및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스타트업

의 성지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향후 

많은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대응에 상당

한 변화가 예고된다.

또한 미국은 일명 클라우드법(CLOUD Act)으로 

불리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을 201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3일 이를 승인했다. 

해당 법률은 미국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장해 

관리하고 있는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

보 등에 대해 정부기관이 ‘데이터가 저장된 실제 위

치에 관계없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

로써 역외 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이와 같은 

법안을 제정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

다. 그러나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한국의 상황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U와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위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시급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을 시행할 당시 형사처벌이 규정된 강력한 규제 법

안으로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인

정보보호 규제 법안으로 평가되며, 법적 요건과 큰 

틀에서 GDPR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대책을 요구한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EU의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결과 개

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서 지

위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되어 EU와 한국 간 자유로

운 데이터 이전 근거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중 GDPR의 적용을 받

는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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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법 제·개정 현황

국가 법령 및 규정 주요 내용
국외 이전 

제한
익명정보

활용
제정 및 시행일

EU GDPR
(일반개인정보보호법)

•EU 역내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EU 시민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 2016.5.24. 제정
2018.5.25. 시행

미국
(CA)

CCPA
(소비자프라이버시법)

• 미국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집·이용한 
소비자 정보

• 익명화 정보는 적용 제외
○ ○ 2018.6.28. 채택

2020.1. 시행 예정

미국
(연방)

CLOUD
(클라우드법)

•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법안을 지지

｜ ○ 2018.3. 법안 승인

중국 사이버보안법
(네트워크안전법)

• 중국 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중국에 저장

• 데이터 국외 이전 시 안전평가 등 규정화
○ ｜ 2017.6. 시행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  자국민 데이터의 현지 보관 의무 규정
• 중국의 ‘사이버보안법’과 유사(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현지화)
○ ｜ 2019.1.1. 시행

인도 개인정보보호 법안

•  GDPR를 모델로 작성되었으며, 인도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 제정 추진

•  국외 이전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규정화
•  익명화 정보는 적용 제외

○ ○ 2018.8.27. 초안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  자국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  익명화 가공정보 개념 도입 ○ ○ 2017.5.30. 시행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  GDPR 수준의 강력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분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안 제시

○ ▵ 2011.9.30. 시행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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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 이후 9번

의 개정이 이뤄졌고, 추가 개정안이 제안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 위주의 법제도로 운영되어 

왔는데,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법

적 근거와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련해 정의하기 어려

운 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

에 따라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제안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과 보호정책의 성공에 좌우

1.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이해했는가?

•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OECD 

프라이버시 8대 원칙의 이해 필요

• GDPR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첫 번째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 기본에 충실한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기준 수립 필요

데이터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다뤄진 국가별 컴플

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대 원칙을 정확게 이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OECD 프라이버시 기본 원칙은 1980년 9월 23일 

제정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유

통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서 제시된 8대 원칙이

다. GDPR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도 OECD 

프라이버시 8대 원칙을 준용해 수립되었다. 2013년 

이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8대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

지되고 있다. 이 기본 원칙은 개인의 권리 및 자유에 

관한 데이터 처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GDPR에서는 7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 

원칙인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은 정보 주체와 관련된 사항으

로 기본 원칙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

는 기본 원칙으로 여겨진다. 앞서 소개한 구글 등 글

로벌 기업의 제소 사례도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준수 의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

에서도 내부적으로 수립한 기본 정책이나 원칙, 표준 

등은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한 번 OECD 

8대 기본 원칙과 적용받는 법령을 기준으로 각 원칙

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조직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항목 및 범위가 

명확하게 식별되어 있는가?

•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범주의 변화에 

대응 필요

•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상세한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이 중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아볼 수 있는 데이터의 범주가 모호해 ‘개인정보보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

다. 따라서 필자는 많은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해당 

고객사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가 개인

정보냐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아 왔다.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강조로 인해 기존

에 저장되던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다시 검토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결합해 유의미한 데이터로 사용하려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되는 신규 데이터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에 정의

한 개인정보 범주 내의 데이터 항목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인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연락처, 주소 등부터 신용

정보, 의료정보, 신체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가족

정보 등이 개인정보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

에는 통신정보 중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고유식별자

(UUID, IMEI 등), 브라우저 유형 및 설정, 기기 유형 및 

설정, 운영체제(OS), 통신사명, 전화번호를 포함한 모

바일 네트워크 정보, 애플리케이션 버전 번호와 개

인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웹 비콘(web beacon), 

픽셀, 광고 태그, 쿠키 등의 광고 기술 데이터, 검색

한 단어, 시청한 동영상, 구매 활동과 위치정보 등의 

수많은 데이터가 특정 개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활

발하게 활용되는 추세다.

조직은 새로이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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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

OECD 프라이버시 원칙 설명

1. 수집 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개인 데이터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얻어져야 하며, 정보 주체의 적절한 인지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데이터 품질 원칙 
    (data quality)

개인 데이터는 사용 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개인 데이터의 수집 목적은 수집 이전 또는 수집 당시에 명시되어야 하며, 개인 데이터의 이용은 
명시된 수집 목적 또는 수집 시 목적, 목적 변경 시 명시되는 목적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 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개인 데이터는 명시된 목적 이외로 공개되거나 접근 가능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b)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

5. 안전성 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개인 데이터는 손실 또는 권한 없는 접근, 파기, 사용, 수정 또는 공개에 대해 적절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openness)

개인 데이터와 관련해 개발, 실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 방침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은 
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주소를 비롯해 개인 데이터의 존재와 성질, 정보의 이용 목적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개인 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정보관리자로부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관리자가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권리
(b) 다음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
      (ⅰ) 적절한 시간 내
      (ⅱ) 유료라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ⅲ) 적절한 방법으로
      (ⅳ) 개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형식으로
(c) (a)항, (b)항에 따른 요청이 거부된 경우, 그 사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d)  자신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가 수락된 경우, 그 정보를 
       삭제·정정·완성·수정할 수 있는 권리

8. 책임성의 원칙
    (accountability)

정보관리자는 상기 원칙들에 대한 실행 조치를 준수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출처: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번역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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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된 개인정보의 활용 

기반 마련은 필수 

데이터 활용과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의 경쟁력과 존폐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이 

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

해 국가별로 제·개정되는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데

이터의 윤리적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원칙과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이미 성큼 다가와 있다. 또한 각 산업에 따라 처리하

는 개인정보의 종류, 중요도와 민감도에 차이가 일부 

있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인권과 생명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치>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가 딸의 이

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스팅 기록, 통화 기

록, 문자 메시지, 채팅 기록, 시청한 동영상 및 접속한 

웹사이트 기록, 폐쇄회로TV(CCTV) 등의 로그를 활용

해 실종된 딸을 찾는 과정을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다. 

반면에 특정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온라인상에 기록

되어 우리의 사생활이 극단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시

나리오와 그 가능성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보호 가치와 비례한다는 사

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활용해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 

의 조합이 기존에 정의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

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를 검토

해야 한다. 만약, 조직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범주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조건적인 데이터 

보호 정책을 고수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지만, 이

는 데이터 활용 전략의 실패를 자인함과 다름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목적, 

적용된 최신 기술,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

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 및 심각성 등의 위험도

에 대한 명확한 식별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

정보 처리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서비스 

또는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생명주기(수집,이

용, 보관, 제공, 파기 등) 전반에 걸쳐 파악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방법론이나 점검 

도구를 활용한 진단이 권고된다.

이렇게 식별된 데이터 처리 현황에 따라 적절한 보

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활용 목적, 상황, 처리하는 

데 적용된 기술 및 위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의 활용에 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해당 데이터의 활용이 개인

정보 처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고지하

고 동의를 획득하는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 처리 흐

름 및 처리 기술 등에 대한 데이터 보호 담당부서의 

상세한 현황 파악이 데이터 활용을 허용받고, 보호 

대상을 정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 담

당부서의 권한 및 역할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3.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조직의 권한이 

적절히 부여되어 있는가?

• 사고 발생 시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

• 독립적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 CPO)를 지정

하도록 요구하며, GDPR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조

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관(Data Protection 

Officer, DPO)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사례를 

보면 해당 조직의 CPO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GDPR에서 규

정하는 DPO는 본인의 업무 실행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작업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DPO가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임 또는 처벌

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임직

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조직의 DPO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CPO는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또는 경

영진의 관리 아래 개인정보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업 부서 및 IT, 정

보보호, 준법부서 등 타 기능과 효과적으로 협업해

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 등을 운영하는 방식을 활용

해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

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의 소통 및 협업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내부통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CPO는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의 많은 CPO가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CPO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된 조직 내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한다.

반면, GDPR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

로 ‘DPO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만을 위해 조항 1개

를 온전히 할애해 규정한 듯하다. 여기에는 조직에

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

리 및 통제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

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를 갖춘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3차 방어

선 모형(IIA)’의 참고가 권고된다. 3차 방어선 모형은 

조직 내에서 각 직무에 대해 3가지(1차 현업, 2차 관

리 및 감독 기능, 3차 내부감사 기능) 방어선의 역할

을 정의하고, 각 역할의 책임을 정의한다. 이러한 역

할을 통해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

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다. 

DPO는 3차 방어선에 해당하는 ‘내부감사 기능’ 

역할에 해당하는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관리 및 

감독 기능의 역할도 수행하는 직무로 정의되나, 우

리나라의 CPO는 2차 방어선에 해당하는 ‘관리 및 

감독 기능’의 역할에 해당해 경영진을 지원하는 역

할에 가깝다. 조직은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보

호를 위해 CPO에게 내부감사 기능에 해당하는 독

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해당 역할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컴플라이언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규제기관 등과 협력하

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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