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 동향자료

1. 11월 둘째 주

1) 네이버 찾은 유럽의회, GDPR 개인정보보호 논의

네이버는 유럽의회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 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개인정보보호 분야 의견을 교환했다고 1일 발표했다.

LIBE는 유럽의회 22개 상임위원회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LIBE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외이전

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적정성(Adequacy)평가'와 관련해 한국을 방

문,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와 만남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국 IT기업인 네이버와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LIBE 측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지난해 두 차례 EU집

행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 결정을 위

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클로드 모라에스 LIBE 위원장 등 대표단 5인은 직접 네이버 그린팩토

리를 방문해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만났으며,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현황, 적정성 평가 등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LIBE는 국내 검색 시장을 선도 사업자로서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EU와 대한민국간 적정성 협약이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난 2010년부터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IEC 27017∙27018 ▲PCI-DSS ▲SOC 2·3 등을 인

증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련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이 날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GDPR의 유사성 등을 설명하고, "네이버가 준수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은 매우 엄격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등을 통해 유럽연합 인터넷 시장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유럽은 까다로운 GDPR 시행으로 준비가 잘 된 미국 글로벌 대형 

사업자들 중심으로 해당 디지털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EU가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상호간 믿음을 통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

로 더 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경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인터넷 기업의 경쟁

력은 사용자 신뢰와 데이터 활용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며 "다양한 경

험과 우수한 실력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들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모

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출처 2018.10.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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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A,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회 송희경 의원실과 함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사물위치정

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7일 국회 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개정돼, 10월 18일 시행된 위치정보

법 주요 개정 내용이 소개됐다. 안철 올로케이션 대표가 사물위치정보 

관련 우수 성공 사례도 발표했다.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시장 진입 규

제를 완화하고자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

행했다.

규제 완화 주요 방안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외 식별성 없는 사물 위치

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빅데이

터 기반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B-LBSP) 구축·운영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제공 ▲사물위치 정보 기반 기술 R&D 및 표준화 추진 ▲사

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이 제시됐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은 4차 산업 분야에서 핵심자원으

로 각광받고 있는 위치정보가 산업 전반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위치정보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내 위

치정보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빈 기자 / jungvinh@zdnet.co.kr

출처 2018.1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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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동향자료

1. 11월 둘째 주

1) 미국서 GDPR 뺨치는 소비자 보호법안 등장

미국 민주당 의원인 론 와이든(Ron Wyden)이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기업들에 큰 벌금형을 내리는 것

에 더해, 운영진에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이름은 소비자정보보호법(Consumer Data Protection Act of 

2018)으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정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

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와이든은 설명했다. “자신의 정보

가 판매되고 공유되는 것에 소비자 자신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벌금 등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법안이 이미 완성된 건 아니다. 현재 그는 초안을 작성해둔 상태

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법안이 통

과된다면, FTC가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표준을 정립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의 연간 수익의 4%에 대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GDPR과 비슷하다.

하지만 GDPR보다 이 법안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위반 기업의 운영진이 

10~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이 법안은 FTC에 175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자원이 지원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175명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

보의 유통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법안 내용 중에는 ‘공격 금지’ 시스템의 전 국가적

인 도입도 언급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추적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웹상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자 파악 및 추적을 고객의 마음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는 것

인데, 대신 기업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별도

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소비자정보보호법 초안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

인정보를 언제나 확인해볼 수 있는 툴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툴을 통



해 어느 선까지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소비자 스스로가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와이든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경제 구조는 개인정보를 빨아들이

는 거대한 진공청소기”라고 설명했다. “당신이 읽는 모든 것, 당신이 

가는 모든 곳, 당신이 사는 모든 것, 당신과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 전

부가 이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들 모호하게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 실상을 개개인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든 의원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공유가 이제 양지

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낸 법안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

나치게 진보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보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툴도 보장하고요. 어두운 곳에 숨어 정당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필요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와이든 의원은 사이버 보안 및 사생활 보호에 있어 굉장히 많은 활동

을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장비 제조사들이 반드시 기본적인 보안 기능

을 탑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국방부 웹사

이트의 보안 점검을 공식적으로 요쳥하기도 했다. 또한 플래시 플레이

어를 연방 정부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3줄 요약

1. 소비자 보호 위한 새로운 법안, 미국에서 발표됨.

2.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FTC가 정립하고, 어겼을 경우 벌금은 물론 경

영진 징역형도 내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내용.

3. 또한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사용 현황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툴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 globoan@boannews.com

출처 2018.1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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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uncil of Europe to take part in Internet Governance

Forum in Paris

A Council of Europe delegation will take part in discussions to be held 

at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at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from 12 to 14 November, under the heading of “Internet of 

Trust”.

Throughout the Forum, which will bring together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businesses, civil society, 

academia and the technological sector, the Council of Europe will 

contribute to the debates on defen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online. The topics to be discussed will include disin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children’s rights, data protection, the right to privacy 

and hate speech.

On Monday 12 November,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 will hold a forum exploring remedies 

through which governments, internet intermediaries, the media and 

civil society can address information disorder (9-10 am, Room XII). 

Discussions will build on the Council of Europe report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making”.



유럽 이사회, 파리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여

유럽 대표단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IGF(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신뢰의 인터넷 

(Internet of Trust)"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토론에 참여할 예정

이다.

유럽 평의회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 사회, 학계 및 기

술 분야의 대표자들을 모으는 포럼 전체에서 인권과 민주주

의를 보호하기 위한 토론에 기여할 것이다. 논의 될 주제에는 

그릇된 정보, 인공 지능, 아동 권리,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권리 및 혐오 발언이 포함될 것입니다.

11월 12일 월요일에 유럽 평의회와 유럽 방송 연합 (EBU)은 

정부, 인터넷 중개 기관, 언론 및 시민 사회가 정보 장애를 

해결할 수있는 해결책을 모색 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 9-10시, 방 XII). 토론회는 유럽 의회의 보고서 "정보 장애 :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학문의 틀을 마련"을 토대로 구축

될 것이다.

출처 2018.11.7.(수)

https://www.coe.int/en/web/portal/-/council-of-europe-to-take-part-in-intern

et-governance-forum-in-par-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