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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틱톡, 유튜브 등 유명한 SNS 서비스 제공자가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관련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재발 방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는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
인 서비스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되어
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볼 시점입니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바이스나 온라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음성수집, 설문조사, 이벤트, 채팅과 같은 다양한 경로로 어린이로
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피해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인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인해 수집된 어린이 개인정보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어린이 스스로 그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어린이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외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어린이들과 법정
대리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어린이 관점에서의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개선, 맞춤형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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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개인정보 인식 실태와 그 문제점, 개선
방안을 어린이 관점에서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어린이 관점의 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기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향후 어린이의 디지털 활동 보호와 권익증진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마련을 위해 소비자,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들과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 11.
한국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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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어린이의 디지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NS의 아동개인정보
무단수집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특히 게임, SNS서비스,
IoT 기기에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전가능성 등 관련 위험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 세대의 어린이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이른
나이에 폭넓게 디지털 기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선제적으로 정책 및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어린이
개인정보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어린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등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어린이
개인정보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
하고 국내외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제도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크게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개인정보 인식 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넷째,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은 법제도적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 원칙상 아동보호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동대상 고지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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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실제 온라인서비스에서 법정대리인이 아닌 일반 성인이 동의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짐), 개인정보영향평가에 있어 아동 평가항목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결과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IoT 등 디지털 제품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소셜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를 인식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제도적 개선으로는 아동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확대를 제안하였고,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피해정보공유 및 교육강화와 정보제공 방법 등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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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디지털 환경은 우리의 삶을 한층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다. 클릭 몇 번이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받아 듣거나
볼 수도 있게 되었다.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더 자주, 더
빠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정보 또는 디지
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1) 온라인서비스 이
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변화로
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도 아울러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성인 뿐 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여러 영향을 끼쳤다.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휴대성과 이동성이 한층 강화된 디지털 기기의 특
성으로 인해 어린이2)(이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여러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이라 칭하고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을 혼용함)의 디지털 활동이 많
아지게 된 것도 특징이다.3) 따라서 어린이 스스로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적
극적으로 펼치면서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게임, SNS서비스
등을 통해 행동패턴,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고,
1) 배대헌(2002), “디지털 재산으로서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지식정보사회 구현
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 방안 세미나 자료집, 2면.
2) 어린이는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령정의가 각각 다르다. 우리나
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서 어린이를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에서 ‘아동’이라는 용
어로, 만 1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아동으로 지칭
하도록 한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피해 사례집」에 따르면 아동 개인정보 수집 피해 상담 건
수가 2012년 47건, 2013년 36건, 2014년 33건, 2015년 34건 2016년 33건, 2017년 49건,
2018년 9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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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수집으로 관련 위험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개인
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관점에서 법정대리인
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공공･비영리기관, 일반기업 등을 대상),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등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며, 그 안에 어린이와 관련된
규정을 일부 두고 있다. 200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개인정
보 보호 규정을 도입하고, 어린이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규
정하는 것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지도가 필요한 일
정 연령 미만 어린이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
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법정대리인 권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거듭된 개정과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도 불구하고 어린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법 규정은 형식
적 절차 마련 규정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제기가 꾸
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법정대리인 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2018년 다시 개정되어 2019.6.25. 시행되었으며, 같은 취지의 개인정보 보
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4)
한편 개인정보관련 피해는 피해 예방이나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복구가 어렵
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기존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법 해석이 시도되고, 새로운 법규범 제정도 계속적으
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소비자집행기구

4) 의안번호 2014185(2018.07.03.),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장 서론 ❚ 13

(ICPEN) 등 국제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
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가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의 어
린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국경을 넘는 정보의 유통으로 단순히 한 국가만
의 문제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가 동시에 가지는 문제의 영역으로 넓혀졌다.
이에 여러 나라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5)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검토하
고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하게 추
진하고 있는 몇 가지 지침과 법률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필
요성,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범위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른 환
경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어린이 보호 관점에서 어
떠한 점에서 중요하고 특수한지 살펴본다.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의 대상(연령)을 살펴보고 보호범위는 개인정보로 한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관련 개인정보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5) 어린이는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령 정의가 각각 다르다. 우리나
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서 어린이를 ‘아동’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어린이’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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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을 개인정보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때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보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소비자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
석한다. 이와 같은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관련 법･제도 보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국내･
외 선행연구 및 현행 법･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
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타당한 결론 도출을 위한 근
거자료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특히
상담 및 피해구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분석과 피해실태, 소비자 인식조사
등의 병행을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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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헌 및
현행 기준
검토

현황 비교
분석

개선(안)
도출

연구 내용

연구 방법

∙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현황
∙ 현행 법･제도･가이드라인

∙ 문헌고찰
∙ 현행 기준 검토

∙ 현행 법･제도･가이드라인
문제점 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세미나
∙ 설문조사
∙ 비교분석

∙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타당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 연구협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안) 제시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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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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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제3절 디지털 환경어린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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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어린이 소비자문제
제1절 디지털 환경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1. 디지털 환경의 변화
디지털 환경은 기술적 변화, 즉, 컴퓨터와 인터넷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
한 변화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정보
교류는 활발해졌고, 그러한 기초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1990년대 구축되
었다. 디지털 기술 또는 IT 기술은 점차 고도화되면서 기존 패러다임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와 정보, 지식이 긴밀한 관
계를 갖고 상호작용6) 하는데, 다양한 플랫폼의 생성은 ‘디지털 콘텐츠’의 본
격적 생산, 상품화, 나아가 응용 재화를 낳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디지털 콘텐츠로 ‘지능형 애니매이터(또는 캐릭터)’ 아바타나
모바일 게임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후 디지털 환경은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된다. 참여적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면서 UCC,
블로그, SNS 등 공간적인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고 이러한 환경이 소비자에게
도 영향을 끼치게 되며 소비자 중심의 마켓도 형성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환
경은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혹은 기존의 콘텐츠가
저장디스크나 정보기기 등을 통해 전달되고 다시 콘텐츠에 영향을 끼치는 피
드백 시스템이 디지털 결합 혹은 통합으로 하나로 합쳐져 차이가 줄어 스마트
폰이라는 융합적 디지털로 구축되었다. 디지털 집중은 생산, 유통, 소비자를
통합하여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되었다. 디지털 소비도 매체소비에서 소비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생산을 통해 콘텐츠 제작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6) 백욱인(2013), 「디지털 데이터･정보･지식」, 커뮤니케이션북스,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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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시대의 위험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1) 디지털시대의 위험
이처럼 디지털은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 뿐 만 아니라 소통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혁신과 변화의 주된 원동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
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부정적 효과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 점
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 흔히 디지털 위험(Digital Risk)이라고 한다. 디지털
위험은 사생활 침해와, 해킹, 피싱 등 개인정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이러한 위험은 휴대폰, 인터넷, CCTV, RFID칩, 디지털카메라, UCC, GPS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하루라도 없이는 곤란한 현대인의 필수품들로
발생될 수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지만 반대급
부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2) 디지털 시대의 위험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디지털 환경의 구축과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기술의 발전은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요소로 기
능하며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발전 이면
에는 역기능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디지털 시대 위험 중 특히 중요한 것
이 개인정보 침해와 그에 수반한 문제의 위험성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스팸
메일이나,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될 수 있다. 광고성 정보, 스팸메일 발
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위치정
보를 활용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악용된 개인정보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규모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더욱이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
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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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현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7) 또한 국제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에 따라 개
인정보가 국가 간 이동8)을 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
고 있다.

제2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세대 변화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X세대로 출발한 사회학적 개념의 세대 개념은 보통 20세를 전후한
세대를 지칭하고 특징 지우는데,9) 우리나라의 세대 분류는 베이비붐 세대
(1955~1963), X세대(1970~1980), Y세대(밀레니얼 세대, 1980~2000), Z세대
(유튜브 세대, X세대의 자녀들, 2000~)로 불린다.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Y세대는 1980년대 후 태어난 세대를 가리
킨다. 그 뒤를 이어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나 처음부터 디지털 서비스에
노출돼 자라온 세대를 Z세대라 일컫는다.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기술이 혁
신적으로 변화하였을 때 유년 시절을 보냈다. 따라서 이 세대는 TV나 PC보
다는 스마트폰을, 글보다는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7) 빅데이터 환경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최경진 외(2012),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용역보고서, 참조.
8)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하여는 최경진(2017),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
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소고-EU,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
연구 제26권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79면 이하.
9) 각국마다 세대분류는 다르다.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사일런트 세대(~1945년생),
베이비붐 세대(1946~64년생), X세대(1965~80년생),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 Z세대
(1997년생~)로 각 세대를 구분한다. 통상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가 밀레니얼 세
대, X세대의 자식 세대가 Z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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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Z세대의 특징은 크게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로 이해할 수 있다. Z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으며, 신기술과 빠른 변화에 민감하다.
2017년 포레스터 컨설팅(Forester Consulting)은 북미 지역의 1,027명의 Y세
대 및 Z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
행한 바 있다. 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온라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
중이 높다.10)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와 함께 자라 ‘유튜브 세대’로도
불린다.11)

[그림 2-1] Raising the Bar: How Gen Z Expectations Are Reshaping
Brand Experiences

본 보고서에서 주된 대상이 되는 세대는 Z세대 다음세대로 아직 보편적으
로 언급되고 있는 명칭은 없으나 몇몇 보고서에 알파세대(α)로 지칭하고 있
10) Raising the Bar: How Gen Z Expectations Are Reshaping Brand Experiences
11) 미국의 출판･교육 기업 피어슨에듀케이션은 최근 ‘밀레니얼을 넘어:미래 세대’ 보고서에서
Z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유튜브와 동영상 채널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 세대는 TV･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유튜브를 자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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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파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세계를 경험했고
디지털과 함께 성장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디지털을 체득했고 원하는
플랫폼에 들어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대를 거듭할
수록 향후 디지털 의존도, 온라인서비스 의존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2] 호주 조사에 따른 알파세대(α-GEN)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사용 연령층이 Z세대, α세대에 맞추어 낮아지면서
1인 미디어 활동 등 디지털 환경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동의 참여 또한 활발
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업의 발전이 기대되
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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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전히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의 개인정
보가 수집되거나, 어린이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해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등 경우 등, 위치추적이 가능한 어린이용
스마트 워치의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법적책임 인식 부족과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
한 문제이다.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피해복구의 어려움이다. 어린이는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를 인지하고 복구노력을 하기 전에는 대처가 어렵다.
즉, 어린이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를 법정
대리인이 인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셋째, 신유형 디바이스, 상업적 마케팅 증가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
날로 증가하는 신유형 디바이스는 성인도 조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어린이
정보보호에는 더 어려움이 존재한다.

(1) 법적책임 미흡 및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차원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은 어린이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고,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문제를 충분
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법이 적극적으로 어린이의 개
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미성년자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할 능력
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차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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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12)과 같은 이유이다.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정보에
대한 진위판단･평가 능력이 미성숙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신중한 판단없이 무분별하게 처리13)할 우려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 SNS등 정보통신 발전은 무분별한 어린이 개인정보 제공을
더욱 쉽게 가능하게 한다. 설문조사, 이벤트, 채팅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아동의 ‘인지 부족’ 상태의 동의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
한 위험을 언제든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유출된 피해는 영구적이어서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예상치 못한 형태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동의나 이에 따른 광고와 콘텐츠 등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2) 피해 인지 및 피해 대응 문제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어린이 이용률이 높
아14)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15) 어린이의 경우 침해사
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는 법정대
리인이 그 피해를 인지하고 복구노력을 하기 전에는 대처가 어렵다. 즉, 어린
12) 김진숙(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66면 재인용.
13) 유지연(2013),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재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5권 16호 통권
56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8면.
14) 김윤화(2018),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3면.
15) 윤주희(2014),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와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제22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189~190면. 그동안 발생했던 대량의 개
인정보 침해사고 중에서 게임관련 엔씨소프트사건(최대 78만명 유출)이나 하나로텔레콤사
건(약 600만명),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건(약 3,500만명), 넥슨메이플스토리사건(약
1,320만명) 등의 경우는 침해당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연령별 현황은 알 수 없지만 상당
수 아동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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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를 법정대리인
이 인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피해복구를 위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1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침
해된 경우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위한 행동을 하기 어려워 이를
구제받기란 극히 어려운 상태다.17) 따라서 어린이 개인정보는 성인의 개인정
보보다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신유형 디바이스, 상업적 마케팅 증가에 따른 피해 우려
사물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 예컨대 디바이스 설정 등도 다양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다룰 수 있는 배경지식과 능력이 필요하
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갖춘 성인도 최근의 디바이스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린이의 경우 이러한 디바이스의 위험성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떨
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킹 및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기들은 스마트 스피커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 스피커는 온라인 웹사이트, 스마트폰 등 데이터 기반 기기
및 서비스와 다르다. 스마트 스피커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안 한가운데 설
치되어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유형 디바이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대에는 어
린이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6) 윤주희(2014), “앞의 논문”, 189~190면. 실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라도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
의 없다.
17) 윤주희(2014), “앞의 논문”, 189~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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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상업적 마케팅 증가에 따른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욕구가 증가
하기 때문18)이기도 하다.

제3절 디지털 환경 어린이 개인정보 피해 사례
1. 어린이 개인정보 피해 현황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19)에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
고･상담 건수는 총 164,497건이다. 2017년도 총 접수건수 105,122건에 비해
56%가 증가한 가운데([표 2-1] 참조),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접수도
2017년 대비 약 8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1]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고

2,992

2,316

1,559

1,249

1,325

상담

155,908

149,835

96,651

103,873

163,172

계

158,900

152,151

98,210

105,122

164,497

[표 2-2]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 개인정보수집

33

34

33

49

92

개인정보 피해 전체건수 대비하여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어린이 개인정보
피해 특성상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대응을 제
18) 김진숙(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66면 재인용.
19)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1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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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감안하면 이러한 증가세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20)
어린이 개인정보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유형별 사례21)
어린이 개인정보 피해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무분
별한 수집(불법)으로 인한 경우, 두 번째는 IoT 등 신유형 기기에 따른 경우,
세 번째는 소셜로그인 등 정보제공에 따른 경우 등이다.
(1) 무분별한(불법) 수집 유형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준용사업자)의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검색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조정사례22)
[사건개요]
ㅇ 신청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검색하다가, 피신청인이 관리
하는 신청인을 포함한 약 930여명의 정보(계약일, 자녀이름, 자녀생일, 주소, 유
선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등)가포함된 엑셀파일이 A라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신청인자녀는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아동 한글교육 프로그램
의 이용자이고, A는 온라인뉴스 및 인터넷가격비교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피
신청인과는 상관이 없는 웹사이트임. 이에 신청인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엑셀파
일이 유출된 것은 피신청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조정결과]
ㅇ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됨으
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

20) 조정신청이나 조정건수는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음.
21) 사례에 관하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 연구」 참조.
2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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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인식미비의 정도가 심하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700,000원을 신
청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개인정
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특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피신청인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거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에 의한 조치 및 교육계획 수립･이행
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확인 후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함.

2) 인터넷학습지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어린이 및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23)
[사건개요]
ㅇ 신청인은 A초등학교 앞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이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하면
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초등학생들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화를 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함.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초등학생들에게 피신청인의 인터넷학습지에 대하여 명하
고 이에 대하여 부모님과 상담하는 것임을 밝히며 관심 있는 학생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에는 학생의 학년, 성명, 집전화번호, 학부모 전화번
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답변함.
[조정결과]
ㅇ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은 수탁자를 통하여 만 14세 미만 아
동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설문지에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
서 규정한 대로 ｢본 설문지는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을 알림｣과
같은 문구를 넣고 설문지 하단에 있는 ｢형제 유무, 학부모가 집에 있는 시간대｣등

2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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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문내용을 삭제 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또한, 피신청인이 만 14
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신청인에게 그 정보가 범죄에
활용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원하지 않은 전화광고를 받게 한 피해를 주
었으므로 정신적 피해보상 및 개인정보 보호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
에서 피신청인은 전화광고가 지속적이지 않았던 신청인1에게는 금200,000원을, 지
속적이었던 신청인2에게는 금300,000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3) 미국 웹사이트 운영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24)
[사건개요]
ㅇ 이 사건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COPPA위반으로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여 결정을 내린 사건임. 미국 UMG Recordings, Inc.(이하 ‘UMG사’)가 수백
개의 음악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최신 음악 업데이
트, 팬클럽,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웹사이트는 회원등록에 있
어 연령제한이 없었고 13세 이하의 아동들도 다수 가입한 상태였음. 이에 미
FTC는 UMG사가 명백하고도 완전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고시하지 아니하였고,
부모에게 직접 아동으로부터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의 적절한
고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기된 사건임.
[결

과]

ㅇ 이 사건에서 미 FTC는 UMG사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후, UMG사
가 13세 이하의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www.lilromeo.com'이라는 웹사이
트를 운영하면서 COPPA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입증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
실이 발견됨.

2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In the Matter of UMG Recording, Inc., File No. 022 3188,Civ.
No. CV-04-1050 JFW, 20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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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UMG사가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들이 13세 이하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전문 사이트로 팬클럽과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수의 아동이 회원으로 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UMG사가 회원
등록절차에서 아동으로부터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13세 이하의 아동
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는 UMG사를 COPPA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UMG사로 하여금 COPPA에 위반하여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400,000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토록
하는 합의선고를 결정함으로써 종결됨.

4) 미국 소셜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COPPA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
과한 사건25)
[사건개요]
ㅇ 미국의 소셜게임사이트인 RockYou가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저장할 때 사용자의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암호, 생일, 성별, 우편번호, 국가)를
요구하였는데 RockYou는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호장치를 사용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으
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는 프라이버시 방침을 고지
했지만, 조사 결과 RockYou가 13세 미만의 아동 약 17만9천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장함으로써, 해커가 불법적으
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밝혀짐.
[결

과]

ㅇ 이에 FTC는 RockYou가 약 17만9천명의 어린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
위는 COPPA를 위반한다고 2012년 3월 27일 결정하였고, 이에 이용자의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지 못한데 대하여 2,50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이에 따라
RockYou는 벌금을 지불하는 외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정

2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In the Matter of UMG Recording, Inc., File No. 022 3188,Civ.
No. CV-04-1050 JFW, 20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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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삭제하고, 2년 마다 독립된 제3기관의 감사를 받으며 향후 20년 간 종합적
인 보안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지하여야 함.

5) 캐나다 은행이 어린이용 계좌를 개설할 때 아동 사회보장번호를 요
구한 사건
[사건개요]
ㅇ 이 사건은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어린이용 계좌를 개설할 때 아동의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한 은행에 대해서 판단한 사건임.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자
신의 12살된 딸의 명의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였는데 고객서비스 담당
자가 금융소득신고의 목적상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계좌 개
설이 불가능하다고 함. 그런데 신청인의 딸에게는 아직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되
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딸을 대신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로 하고 다시 담당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는데 담당자는 마찬가지로 운전
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지만 은행의 이러한 요
구가 적정한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시작된 사건임.

[결

과]

ㅇ 이에 대하여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은행의 담당자가 12세의 자녀 명
의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수집
으로서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 위원회는 은행이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발생 계좌와 관련한 소득
신고 목적으로 고객의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할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지만 이 경우에도 연소득이 2천 5백불 미만인 18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 신청인의 자녀의 소득은 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이 아니
기 때문에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은행이 어린이용
계좌 개설을 조건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은 원칙 위반이라
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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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에 따른 유형
1) 프랑스 IoT 어린이 제품26)
[사건개요]
ㅇ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유통중인 IoT 완구제품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불충분하게 시행했음을 고지한 바, 관련 사항 은 다음과 같음.
*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 : 개인의 정보
관련 불만 사항 처리, 사업자 감시, 시장 감시 등 주요 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보안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규제기관
[주요 내용]
ㅇ 프랑스 CNIL(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홍콩 완구회사(Genesis Industries Limited)
제품인 IoT 완구 2종(로봇 “I-QUE”, 인형 “My Friend Cayla”)이 사용자와 그 주
변인물의 개인정보(목소리, 대화내용 등)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또한 그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고지함(2개월 유예 후 벌금부과 가능)
* CNIL은 네트워크형 완구(Jouets Connectés)를 “위험하지 않은 외양(인형, 로봇,
장난감 전화 등)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의 전파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집 또는 전송하는 장난감”으로 정의(2017.2)
* 해당 완구 모델은 마이크, 스피커를 내장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기
기와 연결하여 사용함. 사용자(어린이)의 질문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활용하여 응답을 하거나, 간단한 수학계산, 날씨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등 가능
ㅇ CNIL이 지적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개인 사생활 보호가 불충분 : 완구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최대 9미터 거
리 내에서 별도의 사용자인증 없이 완구와 연결된 모바일 기기와 접속이 가능
하며 사용자(어린이)와 완구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내용 청취가 가능함
-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불충분 : 완구의 사용을 통해 수집된 개인

26) 원문정보 :http://down.mofa.go.kr/fr-ko/brd/m_9457/view.do?seq=1332112&srchFr=&amp;
srchTo=&amp;srch 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
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2,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
사관 “프랑스 IoT 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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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한 안내가 없으며, 수집된 데이터가 EU 권역 밖
의 서비스사업자에게 전송됨.
ㅇ 이 결정은 프랑스 소비자단체(UFC-Que Choisir)의 재소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임.
- 문제가 된 2개 제품은 이미 노르웨이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으
며, 독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됨. 독일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착용한 어린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커넥티드 시계 제품의 판매를 보류한 바 있음.
- 미국에서도 해킹공격에 취약한 IoT 완구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ㅇ 최근 주요 완구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네트워크형 완구를 잇따라 출시함.
* 예 : 어린이와 대화가 가능한 Mattel사의 Barbie interactive
- 이러한 네트워크형 완구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음. 특히 완구에 마이크
혹은 카메라가 내장된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큼. 또한 불법적인 정보수
집의 우려가 있음.
ㅇ 프랑스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은 부재하며, 제조업자에게 ‘데이터 및
처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주의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는 정도임.
- 또한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고를 하고 있음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사용-익명 등록, 실제와 다른 생년
월일을 사용, 통상 사용하지 않는 다른 암호 사용 등 이 완구의 이용에 한정되는
별도정보를 사용하도록 권고. 완구사용을 중단할 때는 네트워크 및 전원 차단 등).

2) 아마존 에코 닷 키즈 에디션 사건27)
[사건개요]
ㅇ CCFC(Campaign for a Commercial – Free Childhood), CDD(Center for
Digital Democracy)를 비롯한 17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및 아동 권익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5월 9일 아마존의 아동용 에코 스마트 스피커의 개인정보 데이터 관
리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 통상 위원회(FTC)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
기함.

27) <신문과 방송> 2019년 6월호(통권 582호) 미디어 월드 와이드 참조.

제2장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어린이 소비자문제 ❚ 35

[주요 내용]
ㅇ 96쪽에 달하는 이 항의문은 아마존이 에코 닷 키즈 에디션 사용 아동의 보호자가
삭제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스마트 스피커와 아동의 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를 보관해오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음.
ㅇ CCFC와 CDD는 에코 닷 키즈 에디션이 정보 수집 전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메
커니즘을 아동이 쉽게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는 영구 보관이
기본 설정이며 이를 지우기 위해서는 아마존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밝힘(Tiffany28), 2019.05.09.).
-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아마존은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 법의 일부인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위반에 해당.

(3) 제공에 따른 위험 유형(위치정보, 소셜로그인 등)
1) 독일 위치정보로 인한 범죄 이용 가능성
[사건개요]
ㅇ ’17년 11월, 위치추적이 가능한 어린이용 스마트워치가 유괴, 사생활 침해 등 범
죄에 이용될 수 있기에 판매금지 및 구입제품에 대한 폐기권고조치를

28) Tiffany, K. (2019, May 9). Amazon’s smart speaker for kids reportedly stores sensitive
information - even after parents delete it. Vox. Retrieved from https://www.vox.com/
the-goods/2019/5/9/18549573/amazon-kids-echo-dot-alexa-storessocial-securitynumber(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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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소셜로그인 아동개인정보 침해 가능성29)
[사건개요]
ㅇ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아야 하는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ㅇ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카카오는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이 입력되
어 시스템 상에서 만 14세 아동임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네이버는 안드로이드 앱은 동의절차가 있는 반면, 아이
폰용에서는 동의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ㅇ 또한,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신들의 연계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연동되는 소셜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소셜로그인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된 아동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알 수 없다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ㅇ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네이버앱에서 회원가입 시 연령
을 수집하면 거부된다”며 “이로 인해 연령을 수집할 수 없고, 자연스레 14세 미
만 부모 동의 절차도 둘 수가 없다. 대신 회원가입 이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나이나 본인확인 등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본
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연령이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함

29) (원문정보)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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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 환경과 어린이 피해 실태 및 인식조사
제1절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과 어린이(선행연구)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한 고찰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는 어떻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
고 생활하여 왔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디지털 환경 이용 실태
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기존 연구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어
린이들의 디지털 환경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용 실태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터넷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10여년 이전부터 실시
되었다. 당시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인터넷
진흥원(2007)30)에 따르면 유아 및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실태는 2006년 말
초등학생의 대부분(저학년 96.7%, 고학년 99.8%)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
으며 절반(51.9%)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31)

30) 한국인터넷진흥원(2007), 「유아 및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현황」, 5면 이하 참조.
31) 전국 10,000가구의 만 3세 이상 가구원 25,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하반기 정보
화실태 2006조사'를 토대로 유아 및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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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2007) “인터넷 이용률”

유아의 평균 인터넷 이용기간은 16.6개월이며, 초등학생은 43.2개월(저학
년은 33.4개월, 고학년은 54.7개월)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시작연령에 따른
지속기간이 평균이용기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2007) “인터넷 이용률”

초등학생은 ‘커뮤니케이션(94.5%)’과 ‘여가(91.9%)’ 용도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학습(55.2%)’과 ‘자료･정보획득(54.6%)’ 등
의 순으로 이용 용도가 높았다. 유아는 주로 , ‘교육･학습(87.7%)’과 ‘게임･오
락(86.6%)’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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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2007) “인터넷 이용목적”

2. 스마트폰 사용 실태
10여년이 지난 뒤, 인터넷 이용이 스마트폰 등장으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
는 경향을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32)에 따르면 어린이(초등학생)
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초등저학년생
은 52.4%, 초등고학년생은 82.6%, 중･고등학생의 경우 90% 이상의 휴대폰
보유율을 보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부터 크게 상
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 기준 초등저학년생 37.2%, 초등고학년생 74.2%,
중학생 92.0%, 고등학생 93.5%로 나타났다. 초등저학년생은 10명 중 4명, 초
32) 김윤화(2018),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1면 이하 참조. 한국미
디어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동일 표본 추적 조사로 2017년에는 4,203 가
구 및 9,425 가구원을 대상으로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
어 활용 현황, 미디어 다이어리 등을 조사함. 본 보고서는 2017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
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디어 이용행태
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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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학년생은 10명 중 7명,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9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일반휴대폰보다 스마트폰 이
용이 크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0%를 넘어 전체 응답자
의 스마트폰 보유율인 84.8%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량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
폰 이용 시간은 2017년 기준 2시간 가량으로 전연령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
균 이용 시간(1시간 43분)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초등저학년생의 하
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40분 정도인데 비해, 초등고학년생은 하루 평
균 1시간 26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되면서
스마트폰 이용이 2배 가량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저학년생의
경우 2016년 하루 평균 28분에서 2017년 40분으로 동기간 어린이･청소년 중
이용량이 가장큰 폭의 비율(43%)의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만 6세 이상 미취
학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보유율은 7.7%이고, 이용 시간은 18분 정도로 나타
났다(2017년 기준).

[그림 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2018)
“스마트폰 이용량 추이(2015~2017년)” (단위 : 시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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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으로는 초등학생은 게임, 방송/동영상, 인스턴트메신저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게임, 인스턴트메신저, 책/만화(웹툰)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인스턴
트 메신저, 게임, SNS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게임 앱
이용선호도가 압도적으로 큰 경향을 보이고, 고등학생은 게임보다는 인스턴
트 메신저, SNS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앱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201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율(2017년)(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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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린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험
및 인식조사
1. 조사개요
지금까지 살펴본 디지털 환경의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 피해사례, 기타 통
계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 이
해도 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1) 조사 목적
이번 조사는 어린이(초등 및 중등) 학생들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실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온라인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법정대리인(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견을 병행 조사하였다.

(2) 조사 설계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서울 및 경기권에 거
주하는 초･중등 학생 400명 및 법정대리인(부모) 400명 등 총 800명(유효표
본)으로 선정하였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
사로 본인 스스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연령대인 (학년기준) 초1~2, 초3~4,
초5~6, 중1~2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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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 서울 및 경기권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 및 법정대리인(부모)

조사대상
표본추출방법

･ 성, 학년, 지역별 분석을 고려한 유의 할당 추출

표본크기

･ 총 400가구 방문 ; 가구당 학생 및 법정대리인(부모) 각각 조사 시행
<학생 400명 / 법정대리인(부모) 400명>

표본오차

･ ±4.9%포인트 <400샘플 기준 ;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가구방문에 의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 2019년 5월 27일 ~ 6월 5일

조사수행

･ 서던포스트

(3)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학생들 대상 설문과 법정대리인(부모)대상 설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3] 조사 내용
구 분

온라인 서비스 이용
경험

학생

법정
대리인
(부모)

개인정보 인식 및
경험

내 용

･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명칭
･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기
･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
･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주변 도움 정도
･ 개인정보 인지 여부 및 인지 정도
･ 개인정보 인지 종류
･ 개인정보 입력 시 부모 동의 필요성 인식
･ 개인정보 공유 경험 여부
･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경험
･ 온라인 서비스 회원 탈퇴 경험

온라인 서비스 이용
피해 경험

･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경험율
･ 온라인 서비스 피해 시, 대처 방안 인식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경험

･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종류
･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기
･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
･ 자녀 온라인 가입 시 부모 동의 절차 경험

46 ❚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방안 연구

개인정보 인식 및
자녀의 경험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피해 경험
응답자 분류

･ (자녀의) 개인정보 인지 여부
･ 개인정보 인지 종류
･ 개인정보 인지 정도
･ 현행법(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제공시 법정대
리인 동의 필요)에 대한 인식
･ 자녀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부모 동의 필요성 인식
･ 평소 자녀 온라인 서비스 허용 정도 및 허용 주요
고려 사항
･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경험률
･ 온라인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 자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유 의견
･ 학생 학년 / 성별 / 거주 지역
･ 법정대리인(부모) 성별 / 연령대 / 학력 / 가구 소득

(4) 응답자 특성
[표 3-4] 응답자 특성
구 분

전체
남자
학생 성별
여자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학생 학년
초등 5~6학년
중등 1~2학년
남자
법정대리인 성별
여자
30대 이하
법정대리인
연령대
40대 이상
대학교/대학원 졸업
법정대리인 학력 고등학교 졸업
모름/무응답
500만원 미만
법정대리인
500만원대
월평균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사례수

%

(400)
(200)
(200)
(88)
(96)
(97)
(119)
(13)
(387)
(144)
(256)
(276)
(117)
(7)
(199)
(149)
(52)

100
50.0
50.0
22.0
24.0
24.3
29.8
3.3
96.8
36.0
64.0
69.0
29.3
1.8
49.8
37.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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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1) 아동
1)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명칭
전반적으로 초등에서 중등2학년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게임, 동영상, 채
팅 등을 가장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는
게임서비스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영상서비스
(27.8%), 채팅서비스(18.5%), SNS(6.8%), 검색(4.5%), 교육관련 서비스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여학생은 동영상 서비스, 채팅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비인지 집단의 경우는 동
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게임서비
스, 채팅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 N=400, 단위 : %)

문] 평소에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나요?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두 개
말씀해 주세요.

[그림 3-5]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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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종류(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동영상
채팅
SNS
검색
교육,
게임 서비스 서비스
(페이스북,
(네이버, 학습,
서비스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
다음 등) 공부
등)
등) 그램, 틱톡 등)

전 체

(400)
(200)
(200)
(331)
(69)

37.5
64.5
10.5
38.4
33.3

남
성별
여
인지
개인
정보 인지 비인지

27.8
16.0
39.5
22.7
52.2

18.5
9.0
28.0
21.5
4.3

6.8
2.0
11.5
7.3
4.3

4.5
4.0
5.0
5.4
0.0

4.3
4.0
4.5
3.9
5.8

쇼핑

기타

0.5
0.5
0.5
0.6
0.0

0.3
0.0
0.5
0.3
0.0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는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등의 채팅서비스, ‘브롤스타즈’,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평소에 ‘유튜브’를 가장 많
이 이용한다는 응답은 28.0%로 나타났으며, 카카오톡은 17.3%, 브롤스타즈
8.0%, 배틀그라운드 5.8%, 네이버 4.5%, 몬스터슈퍼리그 4.0%, 틱톡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N=400, 단위 : %)

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명칭을 적어주세요.
[EX: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등]

[그림 3-6]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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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기기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기기로는 학생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 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생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은 초등 3~4학년 때부터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사용이 높아지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초등 1~2학년때는 학생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보다는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인지하는 경우는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은 사용하는 경우가 상
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반대로 개인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학생, N=400, 단위 : %)

문] 온라인 서비스(게임, SNS, 유튜브 등)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기기를 주
로 사용하나요?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두 개 말씀해 주세요.

[그림 3-7]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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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기(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 체
성별

학년

개인
정보 인지
온라인
피해 경험

초등
초등
초등
중등

남
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1~2학년
인지
비인지
경험
비경험

(400)
(200)
(200)
(88)
(96)
(97)
(119)
(331)
(69)
(219)
(181)

부모님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된 컴퓨터
된 스마트폰
스마트폰 (노트북)
(어린이명의)
(부모명의)

67.3
60.0
74.5
44.3
60.4
70.1
87.4
74.6
31.9
74.0
59.1

23.5
28.5
18.5
45.5
25.0
22.7
6.7
17.5
52.2
16.9
31.5

8.3
10.0
6.5
9.1
14.6
6.2
4.2
6.9
14.5
8.2
8.3

기타

1.0
1.5
0.5
1.1
0.0
1.0
1.7
0.9
1.4
0.9
1.1

3)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은 평균 3.1년으로 나타났으며, 중등 1~2학년
의 경우는 평균 4.1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 1~2학년은 평균 2.0년 정도
로 나타나, 초등 입학 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를 인지한 집단의 경우는 평균 3.3년 정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이 나타난 반면, 비인지 집단의 경우는 평균 2.1년으로 나타
나 사용기간이 길수록 개인정보인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온라인 피
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를 평균 3.3년 정도 이용한 것
으로 나타나 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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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N=400, 단위 : %)

문] 앞에서 말한 온라인 서비스(게임, SNS, 유튜브 등)는 이용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림 3-8]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

4)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주변 도움 정도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주변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 없이 스스로 가
입한다는 경우가 51.0%로 과반수 넘게 나타났다. 스스로 온라인 서비스를 가
입하는 경우 이외에 부모님이 도와줘서 가입하는 경우가 42.3%로 나타났으
며, 친구들이 도와준 경우는 2.0%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학생 성별로 살펴
보면, 여학생에서 본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는 56.0%로 남학생(46.0%) 대
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주변 도움 정도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1~4학년은 부모님이 도와줘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초등 5학년 이상은 스스로 가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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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N=400, 단위 : %)

문] 온라인 서비스(게임, SNS, 유튜브 등) 이용 시, 가입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했나요?

[그림 3-9] 온라인 가입 시 주변 도움 정도

5) 개인정보 인지 여부 및 인지 정도
개인정보 인지 여부와 인지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응답 학생의 82.8%가 ‘개
인정보’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법정대리인(부모)의 자
녀에 대한 평가(74.8%만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학년별로 개인정보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초등
1~2학년은 63.6%, 중등 1~2학년은 97.5%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높아질수
록 인지율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온라인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는 개인정보 인지율이 95.9%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지경로는 학교가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50.2%), 친구(50.2%) 등이 많이 응답
되어, 온라인이나 매체보다는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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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N=400, 단위 : %)

문] 오늘 이전에 “개인정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개인정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봤나요?

[그림 3-10] ‘개인정보’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
여, 응답 학생의 29.3%는 ‘아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1.3%는 ‘보통이
다’라고 응답하였다. 개인정보라는 용어는 인지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1~2학년은 9.1%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초등 3~4학년은 25.0%, 초등 5~6학년은 35.1%, 중
등 1~2학년은 42.9%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 정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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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N=400, 단위 : %)

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림 3-11] ‘개인정보’ 인지 정도
[표 3-7] ‘개인정보’ 인지 여부 및 인지 정도
(단위 : %)

구 분

전 체
성별

학년
온라인
피해 경험

초등
초등
초등
중등

남
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1~2학년
경험
비경험

사례수

개인
정보
인지

매우 잘
종합
보통 잘
전혀
잘 아는
이다 모른다 모른다 긍정 부정
안다 편이다

(400)
(200)
(200)
(88)
(96)
(97)
(119)
(219)
(181)

82.8
81.5
84.0
63.6
76.0
88.7
97.5
95.9
66.9

0.3
0.0
0.5
0.0
0.0
0.0
0.8
0.5
0.0

29.0
27.5
30.5
9.1
25.0
35.1
42.0
33.8
23.2

51.3
50.5
52.0
47.7
50.0
53.6
52.9
58.9
42.0

16.8
19.5
14.0
37.5
21.9
9.3
3.4
6.4
29.3

2.8
2.5
3.0
5.7
3.1
2.1
0.8
0.5
5.5

29.3
27.5
31.0
9.1
25.0
35.1
42.9
34.2
23.2

19.5
22.0
17.0
43.2
25.0
11.3
4.2
6.8
34.8

6) 개인정보 인지 종류
학생들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이름 등을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있었다. 한편, SNS에 올린 글/그림/사진, 부모님 이메일, 메신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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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는 글, 내가 접속한 인터넷 리스트, 내가 아는 친구 이름,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을 개인정보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응답자의 40%미만).
(개인정보 인지자, N=331, 단위 : %)

문] 다음 중에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그림 3-12] ‘개인정보’ 인지 종류

[표 3-8] 개인정보 인지 종류
(개인정보 인지자, 단위 : %)

구 분

전 체
성별

학년
온라인
피해 경험

초등
초등
초등
중등

남
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1~2학년
경험
비경험

내
주민
사례수
등록
번호

내
부모
전화
다니
부모 님
번호 집
내
내
는
님 주민
(집, 주소 이름 학교 나이
이름 등록
휴대
이름
번호
폰)

내
이메
일
주소

(331)
(163)
(168)
(56)
(73)
(86)
(116)
(210)
(121)

83.4
85.3
81.5
87.5
75.3
87.2
83.6
82.9
84.3

52.9
54.6
51.2
41.1
54.8
53.5
56.9
63.3
34.7

84.9
82.8
86.9
82.1
83.6
84.9
87.1
91.0
74.4

79.2
77.9
80.4
71.4
78.1
83.7
80.2
83.3
71.9

78.9
80.4
77.4
78.6
75.3
82.6
78.4
82.4
72.7

61.6
58.3
64.9
53.6
68.5
62.8
60.3
60.5
63.6

60.7
62.6
58.9
53.6
54.8
61.6
67.2
56.2
68.6

59.2
58.3
60.1
64.3
64.4
51.2
59.5
65.7
47.9

57.4
59.5
55.4
60.7
57.5
50.0
61.2
65.2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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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인지자, 단위 : %)

구 분

전 체
성별

학년
온라인
피해 경험

초등
초등
초등
중등

남
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1~2학년
경험
비경험

인터
부모님 다니는
넷에
사례수 전화 학원 사진
올린
번호 이름
글

내가 내가
SNS에
메신저
아는 접속한
부모님 올린
로 주고
친구 인터넷
이메일 글/그림
받은글
이름 리스트
/사진

(331)
(163)
(168)
(56)
(73)
(86)
(116)
(210)
(121)

39.0
39.9
38.1
33.9
46.6
37.2
37.9
43.3
31.4

51.4
51.5
51.2
55.4
46.6
53.5
50.9
56.2
43.0

50.5
50.3
50.6
41.1
56.2
53.5
49.1
56.2
40.5

46.2
47.2
45.2
33.9
54.8
45.3
47.4
46.7
45.5

39.6
40.5
38.7
26.8
41.1
39.5
44.8
43.8
32.2

36.3
37.4
35.1
10.7
39.7
37.2
45.7
38.6
32.2

34.1
36.8
31.5
19.6
32.9
33.7
42.2
38.6
26.4

26.0
25.2
26.8
14.3
24.7
25.6
32.8
31.4
16.5

25.4
25.2
25.6
14.3
13.7
23.3
39.7
26.7
23.1

7) 개인정보 입력 시 부모 동의 필요성 인식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때, 65.8%는 부모님 동
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9.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들은
69.0%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할 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62.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생, N=400, 단위 : %)

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나요?

[그림 3-13] 개인정보 입력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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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할 때, 부모님의 허락(동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가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님께 알리지 않고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는 10.8%, 일단 가입하고 나중에 부
모님께 말씀드린다는 비율은 10.5%로 나타나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할 때 부
모님의 허락(동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29.0%는 가입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으며, 26.1%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스스로 입력하고 가입한다
고 응답하였고, 24.6%는 일단 가입하고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응답
하여 개인정보 인지정도가 사이트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N=400, 단위 : %)

문]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할 때, 부모님의 허락(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어
떻게 할까요?

[그림 3-14] 부모님 동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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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개인정보 입력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 체
성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름

(400)

65.8

19.5

14.8

남

(200)

69.0

20.0

11.0

여

(200)

62.5

19.0

18.5

초등 1~2학년

(88)

64.8

18.2

17.0

초등 3~4학년

(96)

71.9

14.6

13.5

초등 5~6학년

(97)

68.0

15.5

16.5

중등 1~2학년

(119)

59.7

27.7

12.6

개인
정보 인지

인지

(331)

70.7

17.2

12.1

비인지

(69)

42.0

30.4

27.5

온라인
피해 경험

경험

(219)

70.8

14.6

14.6

비경험

(181)

59.7

25.4

14.9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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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부모님 동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 %)

성별

학년

개인
정보 인지
온라인
피해 경험

구 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가입하
부모님
사례수 지
개인정보를
않는다
스스로
입력하고
가입한다

전 체

(400) 37.5

부모님께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일단
말씀드리고
가입하고
부모님
부모님이 개인정보를
나중에
가입하도록
부모님께
스스로
한다
입력하고 말씀드린다
가입한다

21.0

20.3

10.8

10.5

남 (200)

36.0

19.5

21.5

11.5

11.5

여 (200)

39.0

22.5

19.0

10.0

9.5

초등 1~2학년

(88)

34.1

12.5

29.5

9.1

14.8

초등 3~4학년

(96)

44.8

14.6

24.0

8.3

8.3

초등 5~6학년

(97)

35.1

24.7

17.5

13.4

9.3

중등 1~2학년 (119)

36.1

29.4

12.6

11.8

10.1

인지 (331)

39.3

19.9

22.1

11.2

7.6

(69)

29.0

26.1

11.6

8.7

24.6

경험 (219)

37.4

19.6

23.3

11.4

8.2

비경험 (181)

37.6

22.7

16.6

9.9

13.3

비인지

8) 개인정보 공유 경험 여부
주변의 요구에 의해 개인정보를 공유해 본 경험은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었다. 학년별로 개인정보 공유 경험을 분석해 보면, 초등 3~4학년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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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N=400, 단위 : %)

문] 학교 앞에서 나 또는 부모님, 형제 자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면 선물을 준다
고 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본 적이 있나요?
문] 온라인 서비스에서 만난 친구가 게임아이템을 준다고 해서 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화번호를 남기면 선물(경품)을 준다고 해서 적어본
적이 있나요?

[그림 3-15] 개인정보 공유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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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개인정보 공유 경험 여부
(단위 : %)

구 분

전 체
성별

학년

개인
정보 인지
온라인
피해 경험

초등
초등
초등
중등

남
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1~2학년
인지
비인지
경험
비경험

사례수

학교 앞
개인정보 공유
경험

온라인 친구
개인정보 공유
경험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
경험

(400)
(200)
(200)
(88)
(96)
(97)
(119)
(331)
(69)
(219)
(181)

11.0
12.0
10.0
4.5
16.7
14.4
8.4
11.8
7.2
12.8
8.8

8.8
12.5
5.0
5.7
10.4
9.3
9.2
8.2
11.6
9.1
8.3

7.5
7.0
8.0
1.1
10.4
6.2
10.9
7.6
7.2
9.6
5.0

그런데 개인정보 인지, 온라인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오프라인 개인정
보 공유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공유나 제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9)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31.5%로 나타
났다. 학년별로는 볼 때, 초등 1~2학년은 25.0%, 초등 3~4학년 26%, 초등
5~6학년 36.1%, 중등 1~2학년은 37.0%로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라 교육경
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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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N=400, 단위 : %)

문]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림 3-16]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경험

[표 3-12]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경험
(단위 : %)

구 분

전 체
성별

남
여
초등 1~2학년

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등 1~2학년

개인
정보 인지
온라인
피해 경험

인지
비인지
경험
비경험

사례수

교육 경험
있다

교육 경험
없다

(400)
(200)
(200)
(88)
(96)
(97)
(119)
(331)
(69)
(219)
(181)

31.5
32.0
31.0
25.0
26.0
36.1
37.0
36.3
8.7
43.4
17.1

68.5
68.0
69.0
75.0
74.0
63.9
63.0
63.7
91.3
56.6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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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라인 서비스 회원 탈퇴 경험
온라인 서비스 회원 탈퇴 경험은 전체의 13.8%로 조사되었다. 탈퇴하고
싶으나 되지 않은 경험은 1.5%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서비스 회원 탈퇴 경험
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아져 중등 1~2학년은 22.7%로 나타났다.
(학생, N=400, 단위 : %)

문] 가입한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입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림 3-17] 온라인 서비스 회원 탈퇴 경험
[표 3-13] 온라인 서비스 회원 탈퇴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 체
성별

학년

개인
정보 인지
온라인
피해 경험

초등
초등
초등
중등

남
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1~2학년
인지
비인지
경험
비경험

(400)
(200)
(200)
(88)
(96)
(97)
(119)
(331)
(69)
(219)
(181)

온라인 서비스
회원 탈퇴 경험
해당 없음
예
아니오
/ 잘 모름

13.8
11.5
16.0
3.4
9.4
16.5
22.7
15.4
5.8
20.5
5.5

82.8
85.5
80.0
90.9
83.3
81.4
77.3
84.0
76.8
79.0
87.3

3.5
3.0
4.0
5.7
7.3
2.1
0.0
0.6
17.4
0.5
7.2

온라인 서비스탈퇴하고
싶으나 되지 않은 경험
해당 없음
예
아니오
/ 잘 모름

1.5
2.5
0.5
2.3
1.0
0.0
2.5
0.9
4.3
1.8
1.1

89.8
88.0
91.5
88.6
87.5
93.8
89.1
92.4
76.8
90.9
88.4

8.8
9.5
8.0
9.1
11.5
6.2
8.4
6.6
18.8
7.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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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경험률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중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광고가 뜨는 경우는 과
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계속적으로 같은 광고가 뜨는 경우는 53.3%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방이 욕설, 협박을 했다는 응답은 8.8%, 해킹
을 당했다는 응답은 1.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인지하는 집단
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계속적 광고에 대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61.9%).
(학생, N=400, 단위 : %)

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문] 위에서 응답한 것 이외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림 3-18]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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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경험률
(단위 : %)

해킹
당했다
(개인정보
사용하지
계속적 상대방이
회원 않은 게임
도용 /
으로 같은 욕설,
사례수
탈퇴가 아이템
다른
광고가 협박을
사람이 안 된다 등이 결제
뜬다
했다
내 개인
되었다
정보를
사용)

구분

전 체
성별

학년

개인
정보
인지

인터넷
채팅이나
게임 채팅
중 아이디나
비밀번호,
혹은
주민등록번
호를
집요하게
물어보았다

내 사진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였
다

(400)

53.3

8.8

1.8

1.3

0.8

0.5

0.5

남 (200)

50.0

12.0

3.0

2.0

1.0

1.0

0.5

여 (200)

56.5

5.5

0.5

0.5

0.5

0.0

0.5

초등 1~2학년 (88)

37.5

1.1

1.1

0.0

0.0

0.0

0.0

초등 3~4학년 (96)

47.9

4.2

0.0

1.0

0.0

0.0

0.0

초등 5~6학년 (97)

59.8

13.4

2.1

2.1

2.1

1.0

1.0

중등 1~2학년 (119)

63.9

14.3

3.4

1.7

0.8

0.8

0.8

인지 (331)

61.9

10.6

1.8

1.5

0.9

0.6

0.6

비인지 (69)

11.6

0.0

1.4

0.0

0.0

0.0

0.0

12) 온라인 서비스 피해시, 대처 방안 인식
온라인 서비스 피해 시, 학생들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는 응답은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한테
얘기한다(12.5%), 그냥 내버려 둔다(6.8%), 선생님께 말씀드린다(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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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N=400, 단위 : %)

문]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겪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그림 3-19]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대처방안

(2) 법정대리인
1)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종류
부모님들 인식하고 있는 자녀들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는 게임서비스,
동영상서비스, 채팅서비스, 검색, 교육관련서비스, SNS등으로 나타났다. 자녀
학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가 40.9%가 게
임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영상서비스
38.6%, 채팅서비스 11.4%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자녀가 평소에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나요?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두 개 말씀해 주세요.

[그림 3-20]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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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기
부모들이 인식하는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기는 어린이 명
의의 스마트폰,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린이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졌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자녀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기기를 주로 사용하나요? 주로 이용
하는 순서대로 두 개 말씀해 주세요.

[그림 3-21]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기

[표 3-15]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기(1순위)
(단위 : %)

자녀
학년

어린이명의로
부모 명의로 컴퓨터 TV (IPTV)
된 스마트폰
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어린이명의)

구 분

사례수

기타

전 체

(400)

67.0

25.3

7.3

0.3

0.3

초등 1~2학년

(88)

45.5

47.7

6.8

0.0

0.0

초등 3~4학년

(96)

62.5

27.1

9.4

0.0

1.0

초등 5~6학년

(97)

70.1

22.7

7.2

0.0

0.0

중등 1~2학년

(119)

84.0

9.2

5.9

0.8

0.0

68 ❚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방안 연구

3)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
부모들이 인식하는 지녀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은 평균 3.0년으로 나
타났다. 자녀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1~2학년 부모는 평균 1.9년, 초등3~4
학년 부모는 평균 2.6년, 초등 5~6학년 부모는 평균 3.4년, 중등 1~2학년 부
모는 평균 3.9년 등으로 나타났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자녀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림 3-22]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

[표 3-16] (자녀의) 주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간
(단위 : %)

자녀
학년

구 분

사례수

1년 정도

1년~2년
정도

3년~5년
정도

5년~10년
평균(년)
정도

전 체

(400)

7.5

31.8

42.3

18.5

3.0

초등 1~2학년

(88)

20.5

51.1

22.7

5.7

1.9

초등 3~4학년

(96)

5.2

41.7

45.8

7.3

2.6

초등 5~6학년

(97)

4.1

20.6

56.7

18.6

3.4

중등 1~2학년

(119)

2.5

18.5

42.0

37.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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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온라인 가입 시 부모 동의 절차 경험
부모의 49.0%는 자녀 온라인 가입 시 부모 동의 절차 경험이 있었다. 자녀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 동의 절차 경험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
며, 초등 1~2학년은 38.6%인 반면, 중등 1~2학년은 54.6%로 나타났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자녀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입 시 부모님 본인이 동의절차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림 3-23] 자녀 온라인 가입 시 부모 동의 절차 경험

[표 3-17] 자녀 온라인 가입 시 부모 동의 절차 경험
(단위 : %)

자녀
학년

구 분

사례수

동의 경험 있다

동의 경험 없다

전 체

(400)

49.0

51.0

초등 1~2학년

(88)

38.6

61.4

초등 3~4학년

(96)

46.9

53.1

초등 5~6학년

(97)

53.6

46.4

중등 1~2학년

(119)

54.6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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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의) 개인정보 인지 여부
부모들의 74.8%는 자녀가 ‘개인정보’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
였다. 부모들의 14.0%는 자녀가 개인정보 개념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11.3%는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중등 1~2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는 91.6%가 자녀가 개인정보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이
다’라고 응답하였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자녀(아동)가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림 3-24] (자녀의) 개인정보 인지 여부
[표 3-18] (자녀의) 개인정보 인지 여부
(단위 : %)

자녀
학년

구 분

사례수

자녀는
알고 있다

자녀는
모르고 있다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전 체

(400)

74.8

14.0

11.3

초등 1~2학년

(88)

58.0

27.3

14.8

초등 3~4학년

(96)

61.5

22.9

15.6

초등 5~6학년

(97)

82.5

7.2

10.3

중등 1~2학년

(119)

91.6

2.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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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인지 종류
초등 및 중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이 개인정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주민번호가 개인정보라는 응답은
67.3%, 자녀의 학교이름이 개인정보라는 응답은 66.3%로 나타나고 있었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다음 중에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그림 3-25] 개인정보 인지 종류

7) 개인정보 보호 인지 정도
부모 응답자들의 49.5%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
고, 응답자의 48.3%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잘 아는 편’이다, 1.3%는 매
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긍정응답율은 자녀 성별로 볼 때 여학생을 가진 부
모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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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림 3-26] 개인정보 인지 정도

[표 3-19] 개인정보 인지 정도
(단위 : %)

매우 잘 아는
잘
전혀
보통이다
안다 편이다
모른다 모른다

구 분

사례수

전 체

(400)

1.3

48.3

46.8

3.8

남아 (200)

1.5

44.0

49.5

여아 (200)

1.0

52.5

44.0

초등 1~2학년

(88)

3.4

36.4

자녀 초등 3~4학년
학년 초등 5~6학년

(96)

0.0

(97)

1.0

중등 1~2학년 (119)

0.8

자녀
성별

종합
긍정적

부정적

0.0

49.5

3.8

5.0

0.0

45.5

5.0

2.5

0.0

53.5

2.5

54.5

5.7

0.0

39.8

5.7

55.2

37.5

7.3

0.0

55.2

7.3

55.7

41.2

2.1

0.0

56.7

2.1

45.4

52.9

0.8

0.0

46.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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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행법(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제공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에
대한 인식
현행법 기준 만 14세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42.8%,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9.8%,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17.5%로 나타났다. 자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을 가진 부모는 현행법 만 14세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8.0%
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을 가진 부모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들은 구체적
으로 만 17세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대체로 중학교 2학년)의 자녀(아동)가 인터넷 사이트를 가
입할 때 (유료/무료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향 / 하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27] 현행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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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현행법에 대한 인식
(단위 : %)

성별
연령대
자녀
성별
자녀
학년

구 분

사례수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하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만 14세가
적당하다

전 체

(400)
(13)
(387)
(144)
(256)
(200)
(200)
(88)
(96)
(97)
(119)

39.8
30.8
40.1
37.5
41.0
38.5
41.0
43.2
30.2
44.3
41.2

17.5
23.1
17.3
20.8
15.6
13.5
21.5
18.2
20.8
16.5
15.1

42.8
46.2
42.6
41.7
43.4
48.0
37.5
38.6
49.0
39.2
43.7

남
여
30대 이하
40대 이상
남아
여아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등 1~2학년

9) 자녀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부모 동의 필요성 인식
자녀 온라인 가입 시 부모 동의의 필요성은 유해 정보 차단, 유료 결제 차
단, 개인정보 보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온라인 서비
스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남학생을 가진 부모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서비
스의 경우도 법정대리인(부모)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8.8%로 높게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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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유료결제 문제나 유해사이트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 이용인 경우에도 아동
의 개인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무료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 이용 등)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림 3-28] 자녀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부모 동의 필요성 인식
[표 3-21] 자녀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부모 동의 필요성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
유해정보
유료결제
개인정보
차단을 위해 차단을 위해 보호를 위해

일반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전 체

(400)

48.3

30.5

21.3

78.8

21.3

초등 1~2학년

(88)

51.1

29.5

19.3

73.9

26.1

자녀 초등 3~4학년
학년 초등 5~6학년

(96)

46.9

30.2

22.9

82.3

17.7

(97)

46.4

28.9

24.7

84.5

15.5

중등 1~2학년

(119)

48.7

32.8

18.5

74.8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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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소 자녀 온라인 서비스 허용 정도 및 허용시 주요 고려 사항
평소 자녀가 온라인 서비스 동의 요청 시 부모의 41.8%는 주로 허락 및
동의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성별로 허락 및 동의를 해주는 비율을 살
펴보면, 남학생의 부모는 47.5%로 나타나, 여학생 부모의 36.0%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었다. 자녀가 가입하는 온라인 서비스 허용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는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자녀의 관심도나 흥미, 자녀의 연령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자녀가 3~4학년인 경우는 자녀의 관심도나 흥미
(40.6%),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31.3%), 자녀의 연령(28.1%)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자녀(아동)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할 때 허락 및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평소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 자녀(아동)가 가입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동의 및 허용 기준 중에서 가장 고
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 3-29] 평소 자녀 온라인 서비스 허용 정도

11)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경험률
부모들이 인식하는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는 계속적으로 광고가
뜨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들이 온라인 서비
스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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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자녀(아동)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문] 위에서 응답한 것 이외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림 3-30] (자녀의) 온라인 서비스 피해 사례 경험률

12) 온라인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온라인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생 교육, 법제도 강화, 정보
제공, 부모 교육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자녀 학년에 따라 응답 비율이 다
소 차이가 나는데, 초등 1~2학년 및 초등 5~6학년 부모들은 학생들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으며, 초등 3~4학년 및 중등 1~2학년 부모들
은 어린이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의 필요
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법정대리인, N=400, 단위 : %)

문]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31] 온라인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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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1. 개인정보 인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측면
개인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그룹의 아동들이 비인지 그룹보다 개인정
보를 입력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3).

[표 3-22] 인지･비인지 그룹별 개인정보 입력 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
사례수

개인정보 인지
인지 비인지

부모 동의 필요여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모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331

234

70.7

57

17.2

40

12.1

69

29

42.0

31

30.4

19

27.5

χ2

p

21.491 0.000***

***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개인정보 인지 그룹과 비인지 그
룹별 아동의 설문결과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그룹에서
는 가입하지 않거나, 사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경우가 81.3%로 나타났으
며, 사전 동의없이 가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7%로 나타났는데, 이에 반
해, 개인정보에 대해 비인지하고 있는 그룹은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한다고 응
답한 비율이 33.3%로 개인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그룹보다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하는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개인정보에 대해 인식이 제고가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33)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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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인지･비인지 그룹별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의견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의견
사례수

개인정보 인지
인지 비인지

부모님 허락 및
미가입

사전 동의없이 가입 후
사후 고지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331

269

81.3

62

18.7

69

46

66.7

23

33.3

χ2

p

7.275 0.007***

주 : 부모님의 허락 및 미가입의 경우, 가입하지 않는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 개인정보를
스스로 입력하고 가입한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이 가입하도록 한다.’고 응답한 응답
자 수의 합. 사전 동의 없이 가입 후 사후 고지의 경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부모님 개인정보
를 스스로 입력하고 가입한다.’와‘ 일단 가입하고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라고 응답한 응
답자수의 합을 의미함
주 ***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인지율은 82.8%로, 학년별 편차가 발생(초등 1~2
학년 63.6%, 중등 1~2학년 97.5%)하고 있으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
다. ‘개인정보’ 인지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주변의 영향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크다는(인지경로 : 학교 91.8%, 부모 50.2%, 친구50.2%, 온라인 38.4%, 매체
32.9%) 특징이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29.3%, 보통 51.3%, 잘 모르는 경우는 19.5%로 나타나 개인정보 용어는 들
어본 적이 있으나 정확히 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조사항목인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
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31.5%가 응답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2) 법정대리인/부모의 역할 측면
자녀들은 개인정보 입력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
었으며(자녀 응답자의 65.8%), 부모님의 허락없이 인터넷사이트 가입을 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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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자녀 응답자의 78.8%는 부모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부모동의
가 없는 경우 가입하지 않는다고 인식)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신들 평가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이 1.3%에 그쳐 법정대리인/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또한 ‘개인정보’의 종류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 본인의 개인 정
보 이외에, 가족의 정보 및 온라인상 본인의 자료 등에 대한 인식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잠재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도 있다.

2.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피해 경험 인식에 따른 관심 유도와
공유
(1) 올바른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게임서비스, 동영상서비스, 채팅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특히 유튜브 등의 영향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청소
년기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초등 1~2학년 기준 온라인 서비스 평균 2년 정도 이용), 초등 3학년 이후
로는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온라인 서비
스 가입 시 별다른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가 51.0%를 차지하고
있어 부모동의가 필요 없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사이트 또는 앱 자체의 연령설정 등급이 매우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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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 및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경험한 경험율은 학년별 편차가 있기는 하
지만 35%~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평소에 모르는 타인
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해 본 경험은 10% 내외, 온라인 서비스 회원을 탈퇴하
고 싶으나 탈퇴되지 않은 경우는 1.5%, 계속적으로 같은 광고가 뜨는 등 온
라인 피해 사례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4.8%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경험율에 반해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은 교육이
라고 법정대리인/학부모가 응답하고 있어, 사후 구제가 원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관점의 온라인 서비스 피해예방과 정책방향 설정
(1) 온라인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 필요
부모들은 온라인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생들 교육이 필요
하고, 법제도 강화,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 제공, 부모 교육 등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이한 점은 학생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초등
3~4학년부터 많이 사용하고 그보다 연령이 낮은 초등 1~2학년은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어린이 요금, 어린이
유해요소 차단 부가기능은 어린이 명의의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고 있어 부모
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한 연령이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경
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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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서비스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책 방향 설정
필요
현행법(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제공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에 대한 평가
에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2.8%,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9.8%로 나
타났는데,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집단에서는 만 17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갈수록 온라인 서비스를 경험하고 노출되는 연령층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온라인 서비스피해 경험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이 있어, 취학 전 아동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온라인 피해사례에 대한
교육제도를 정교화하고 만 14세 이후의 연령에 있어서도 피해공유 및 사후구
제 방안에 대해 교육 등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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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어린이 디지털 환경 법제 동향
제1절 국제기구
동 주제는 2019년 국제소비자기구회담(Consumer International Summit)
에서는 대주제인 “소비자,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서다! (디지털시대 소비자의
선택과 개인정보 보호, 사물인터넷과 취약계층보호)”의 한 꼭지로 디지털시대
어린이 소비자역량 강화가 채택(2019.4.30.)되었으며, 국제소비자보호와 집행
네트워크(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ICPEN)34)의 주제도 디지털 세계에서의 어린이 보호(2019.5.9.-10)로 진행할
정도로 국제기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논의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논의는 2008년 6
월 서울에서 개최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에서 시작되었다. 동 장관
회의는 ‘인터넷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민간, 인터넷 기술 분야 간 협력을 강조하며, 사이버 보안, 스팸 근절, 개인정
보 보호 및 미성년자 보호 개선 분야에서 범국가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온라
인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정보통신정책위원회(Working Party on
34) Marketing Practices Directed at Children in the Digital World: What can ICPEN do?
How to protect Children in the Digital World of mobile Phones and onlin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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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ICCP) 산하 정보보호작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PISP)에서 진행하고 있다.
WPISP는 인터넷 상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아동보호에 대한 보고서와 정책권고
안을 마련하였다. WPISP의 3년간 논의 결과를 모은 동 보고서는 온라인 환
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위협요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기술
적인 접근 방법 등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OECD는 온라인상 어
린이 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35)을 2011년 마련한 바 있다. 주요내용
으로는 온라인상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 정부와 다른 모든 이해당사자
들이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책임공유, 부모와 아동의
역할부여와, 온라인상 아동보호는 인터넷의 잠재적인 기회와 혜택들을 제한
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인터넷이 의사소통, 혁신, 성장, 사
회적 진보를 위한 국제적인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온라인상 아동보호 정책과 다른 인터넷 정책
간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등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와 부합되
어야 한다는 점, 연령, 발달차이, 특별한 취약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OECD 이사회
는 온라인 아동보호 이슈를 다룸에 있어 “실증적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이라 불리는 대원칙을 채택하고, 각 국가별 정책 기반 강화
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35) https://one.oecd.org/document/C(2011)155/en/pdf (2019.5.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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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OECD 아동보호 권고안
￮ 권한위임
- 모든 이해당사자의 책임공유, 부모와 아동의 역할부여
￮ 비례원칙(Proportionality) 및 근본적 가치
- 온라인상 아동보호는 인터넷의 잠재적 기회와 혜택을 제한
온라인상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
정부와 다른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고려해야 할 원칙

하지 않는 가운데 수행
- 인터넷이 의사소통, 혁신, 성장, 사회적 진보를 위한 국제적
인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온라인상 아동보호 정책과 다른 인
터넷 정책간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등 민주
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와 부합해야 함
￮ 융통성
- 연령, 발달차이, 특별한 취약점 등을 적절히 고려, 기술 중
립적이어야 함
￮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줄 것
￮ 부모, 교육자,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력적인
대응을 지지할 것

정부의 국내 온라인
아동보호 정책수립에
대한 권고사항

￮ 공공 및 민간영역의 이해당사자를 아우르는 자국의 온라인
아동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촉진할 것
￮ 부모와 아동에 대한 권한위임을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제고
와 교육을 강화할 것
￮ 실증적 정책을 지지할 것
￮ 아동의 권리 및 타 인터넷사용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채택을 장려할 것
￮ 온라인상 아동보호 단체(기관)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
할 것

국제적 차원의
권고사항

￮ 각국의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정책분석을 위한 경험적 기반을 개발할 것
￮ 온라인 아동보호 정책 및 집행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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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역량배양 노력을 지지할 것
￮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정부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
및 지역기구 활동을 보다 잘 조율할 것
자료출처 : OECD(2012), 주OECD대표부(2012) 재인용

2. G20 소비자회담(consumer summit)
2018년 5월 개최된 G20 소비자 회담(Consumer Summit)에서는 디지털 시
대의 취약성을 다루면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 및 역량강화 방안, 신
유형의 위험 발생가능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포함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 강화 방안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36)

3. 국제연합(UN)
1989년 11월 UN 총회는 국제적 인권조약인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을 통해 UN은 아동을 더
이상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며, 생존, 보호, 발
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였다. 특히, 동
협약의 제17조는 아동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언급하며, “아동의 복지에 해로
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UN은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사
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과 공동 이해를 마련하기
36) https://www.consumersinternational.org/what-we-do/digital/g20-consumer-summit-2018/
(2019.5.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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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03년, 2005년 두 단계에 걸쳐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를 개최하였다. WSIS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루었으며, ICT 이용의 신뢰와 보안성 강화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보호도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어 WSIS의 결과물에 반영되었다. 2003년 1차
WSIS를 통해 채택한 ‘제네바 원칙선언(Geneva Declaration of Principles)’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를 존중하는 ICT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운
용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2005년 2차 WSIS에서 ‘제네바 원칙선언’을 구
체화하기 위해 채택한 ‘튀니스 합의문(Tunis Commitment)’은 “아동의 발전을
강화함에 있어 ICT의 역할을 인지하고, ICT를 통하여 아동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정
보사회를 위한 튀니스 어젠다(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등 국제적으로 합
의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아동 및 청소년을 ICT를 통한 학대와 착취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제, 자율규제 및 기타 효과적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국가 실행계획 및 e-전략에 포함시킴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연합(ITU)37)은 2009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2014
년 ‘온라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ndustry on
Child Online Protection: COP)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어린이가 안

37) 국제전기통신연합(國際電氣通信聯合,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전기 통신의 개선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 전기통신 인프라, 기술, 서비
스 등의 보급 및 이용 촉진과 회원국간 조화로운 전기통신 수단 사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 기구로, 정보통신기술 관련 문제를 책임지는 유엔 전문 기구이며 유엔
개발 그룹에 속해 있다. (https://www.itu.int 2019.5.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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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시민으로 학습･참여하도록 정보통신기술 산업
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유엔 기업과 인
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아
동 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에 기반을
두고 있다.38)

[표 4-2] ITU COP 가이드라인 구성 및 주요내용
분류

주요내용

아동을 위한
지침

￮ 아동 및 청소년이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잠재적 부정적 측면을
인식해야 함
￮ 따돌림, 신분도용, 온라인 학대와 같은 유해한 활동에 대한 지침 제공

부모, 후견인 및
교육자를 위한
지침

￮ 갈수록 많은 아동이 게임 콘솔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으나 많은 성인이 이러한 활동이 인터넷 연결성을 포함
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아동의 온라인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지침 제공

산업계를 위한
지침

￮ 상이한 산업 부문에 제시되는 사례연구를 제공하며 ICT산업 전반과
방송, 인터넷 산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모바일 사업자가 시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책임사항을 포함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

￮ COP 국가 전략 형성을 위해 정책입안자가 취해야 하는 전략의 범
위 고려
￮ 법적 프레임워크 설립, 필수 법 집행 역량구축, 적절한 자원 배치
영역 포함

자료출처 : ITU COP 가이드라인(http://www.itu.int/osg/csd/cybersecurity/gca/cop/#)

5.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제정 및 시행(2018)으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
38) 박민정(2013), ITU를 중심으로 본 글로벌 온라인 아동보호활동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초점 제25권 19호 통권 564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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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 만 16세 미만 어린이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어린이의 친
권을 보유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원국 자국의 법률에 따라 만 13
세 미만까지 낮추어 규정이 가능40)하다. 따라서 복수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회원국
법률이 정하는 다양한 연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GDPR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직접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등 어린이의 친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동의자가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연령인지,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보유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한, 어린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시
행41)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상황에 기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개인정보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안내
시에는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특히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이를 더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등은 어린이에게 정보 제공 시, 어린이에게
적절하고 공감되는 어휘, 어조, 언어 스타일을 사용하여 어린이 자신에게 전
달하는 메시지와 정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 시
39) GDPR은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과 그 결과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 제38조). 따라서 GDPR은 아동의 동의 관련 규정(제8조) 외에도 법 전반에 걸쳐 아
동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있다[제6조제1조(f), 제57조제1조(b), 제40조제2조(g)
및 전문 제38조, 제58조, 제65조, 제71조.
40) EU 회원국의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아동 연령(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18’ 09)
41) 자연인의 특정한 개인적 측면(certain personal aspects)을 평가하기 위해, 특히 개인의 업무
수행,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 선호(personal preferences), 관심사, 신뢰도(reliability), 행동,
위치,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 또는 예측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
동화된 개인정보(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처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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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 유로의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4%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이라는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GDPR 제3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규
정하고 있다. 어린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 컨트
롤러(공공 및 민간 포함)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이 되
는 개인정보 처리유형을 규정하고,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가 높은 위험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독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제36조).
한편 EU 집행위원회의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행동지침(Code of Conduct on privacy for mobile health applications)」에
도 어린이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내용이 있다.42)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개발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 어린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행동지침은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6월 7일 유럽 시민
들의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개
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것으로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앱의
개발자는 부모의 책임 아래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또는 미성년자의 정의 및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국가
별 상황을 적용하여야 한다.

42)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6월 7일 유럽 시민들의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행동지침을 발표하
였다. http://ec.europa.eu/newsroom/dae/document.cfm?action=display&doc_id=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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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국
주요국에 있어서는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특히 의미있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온라인 사생활과 안전을 보
호･유지함을 목적으로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OPPA)이 제정되었다.43) 온라인에서 어린이
개인정보(이미지, 음성, IP포함 위치정보 등)의 수집 등 처리, 광고 노출 등
규제, 제3자 제공 금지, 어린이 대상 상품판촉 제한(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사
전동의 절차) 등을 규제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른 기업 규제(기업에서 앱
이나 광고 개발 시 관련 규정 참고)도 규정되어 있다.
COPPA의 이행규칙인 ‘COPPA Rule’에서는 어린이의 이미지나 음성을 포
함하고 있는 사진,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 뿐 아니라 영구식별자(persistent
identifier, PID)의 특성을 가지는 IP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웹 사이트 등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
지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COPPA’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작성하여 웹사이트 내 눈에 띄는 곳에 명시할 것, 둘
째, ‘어린이의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및 명시적 동의

4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보호자(부모 등)에게 어린이의
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제정하고
‘COPPA’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COPPA Rule’로 제정하여 ‘12년 공개
함. 이후 최신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지난 ’13년 7월 COPPA Rule을 개정하여 현재
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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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것, 셋째, 어린이의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자의 권리 행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 넷째, 어린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등이다.
이때 보호자 동의 방법은 간소화하여 자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제공되어
야 하며, 실질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답할 수 있는 질
문들에 대답하게 하거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동의를 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시로 서명이 된 부모의 동의 양
식 전자스캔파일, 화상회의 시스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직불카드 및 전자
지불 시스템 등과 같은 대체 지불 시스템 등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만 세이프하버 프로그램(Safe Harbor Program)44)을 준수하는 경우 보호자
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을 도모하
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광고규제는 FTC법 제5조에 근거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담
당하는데, 온라인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른 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
법의 기본원칙45)을 적용하고, 기본원칙 이외에 필요사항은 부가적으로 고려
하는데 이때 행태정보기반 온라인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이후 자율규제원칙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
율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미국 광고단체협의체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는데,
44) https://www.ftc.gov/safe-harbor-program, ‘세이프하버(Safe Harbor) 원칙’이란 EU에서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대응하여, 미국 상무부가 EU-미국간 통상촉진을 위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EU가 요구하는 정보보호기준을 충족하도록 마련한 원칙
45) 광고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진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를 오도하여서는 안된다.
③ 모든 주장은 실증되어야 한다. ④ 불공정하여서도 안된다”이며, 부가적인 고려사항은
“① 광고에서 제시된 내용은 명확하고 눈에 잘 띄어야 한다. ② 실연은 정상적인 조건 하
에서 내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환불에 대하여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다.
박성용(2017), “온라인 맞춤형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비
자문제연구 제48권 제3호, 한국소비자원,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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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대한 정보는 COPPA Rule에 따라 수집을 제한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되었다(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46)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소유
권, 통제권 및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요구권이다. 사업자가 수
집하는 정보 내용, 이유, 제3자 제공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소비자
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금지 요구권 및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
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유나 판매는 보다 어렵게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위반 시 주검찰총장이 벌금부과, 데이터유출시 소비자들의 소송을
간소화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체계(연방)는 두 가지 연방법이 있는데, 하나
는 1982년 ‘연방 프라이버시법(The Federal Privacy Act of 1982)’이고 다른
하나는 2001년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The Personal
Informa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of 2001: 이하 PIPEDA)’이다.
연방 프라이버시법은 연방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공개에 관하여 규율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개인은 이러한 접근권이 거부당하였을 때에는 연
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IPEDA는 2000년 4월 의회에 의해 최종
승인된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법률로, CSA47) 국제 프라이버시 규약(The CSA
International Privacy Code)에도 동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48) 또한 동법은

46) http://leginfo.legislature.ca.gov 캘리포니아 주정부 입법정보
47) 캐나다 표준협회: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48)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https://www.priv.gc.ca(2019.5.1.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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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보유･처분 등에 관한 10가지 정보 보호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49) 동법의 적용대상은 상업적 활동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민간영역이다.50)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기구인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이하 OPC)는
2017년 9월 21일 동의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Consent)를 발표 한 바 있
는데, PIPEDA 하에서 이용자 동의 요건을 더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논의
를 진행하였다.
한편 연령설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것은 2009년 “프라이버시 위원과
아동 및 청소년 옹호를 위한 워킹그룹”51)에 의해 작성된 캐나다 개인정보 보
호법(PIPEDA)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논의가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을 3단계로 나누어 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13세 미
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을 금지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되 제3자 제공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공이나 공개를 허용하
지 않으며, 16세 이상은 법적인 성숙기에 해당하는 나이로서 18세 또는 19세
까지의 어린이는 아동 자신의 사전 동의와 함께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49) 캐나다 연방 산업부(The Department of Industry)는 2017년 9월 1일 캐나다의 PIPEDA
하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지 의무와 관련, GDPR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유출 통지 규칙(The Breach of Security Safeguards Regulations)」을 발의, 동 규칙안은
2017년 10월 2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2018년 3월27일 시행.
50) 단, 순수하게 주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충분
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연방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51) Office of the Ombudsman(2009. 11. 19). “There Ought to be a Law: Protecting
Children’s Online Privacy in the 21st Century”, A DISCUSSION PAPER FOR
CANADIANS BY THE WORKING GROUP OF CANADIAN PRIVACY COMMISSIONERS
AND CHILD AND YOUTH ADVOCATES(Office of the Ombudsman, 2009.11.19).
p.17. 이 워킹그룹에서는 PIPEDA를 주(state)의 수준(provincial level)으로 수정 가능하도
록 하는 제안으로서 특정한 연령을 요구하는 것에 기초한 동의요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윤주희(2014), “앞의 논문”, 222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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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보고서는 비록 입법화 과정에서 13세로 규정되었지만, 연령 설정에 있어
나름의 시각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PIPEDA를 기반으로 디지털 개인정보 유출 금지법(Digital
Privacy Act)도 2018년 11월부터 발효52)되었다.53) 이 법에 따라 어린이가 대
상이 본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
해 개인정보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명확한 소통을 담당하는 조
직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2년 6월 6일에는 캐나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 이하 OPC)에서 온라인 타깃광고에 관한
규제정책을 발표(Privacy and Online Behavioural Advertising)하였다. 이에
는 주로 온라인 추적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에게 의미 있
는 동의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의 정보는 온라인 추적광고의 목적으
로 수집될 수 없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트랙킹 기술도 웹사이트
에서 시도되지 않도록 주의54)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데이터보호법(PROJET DE LOI: relatif à la protection des
52) 2015년 6월 의회에서 통과(당시 발효시점 미명시).
53) 이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자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빠짐없이 연방 개인정보 보호 위원
회(privacy commissioner)에 보고한 후 24개월간 해당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54) (원문정보) http://www.priv.gc.ca/information/guide/2011/gl_ba_1112_e.pdf(2019.5.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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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ées personnelles)55)을 통해 어린이 개인정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15
세의 이상부터는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스스로 동
의할 수 있으나,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과 부모 등 친권을 보유하는 자
(holder of parental responsibility)가 공동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가 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15세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친권을 보유하는 자(holder of parental
responsibility)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 등 미성년자의 동의 기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된다.

4. 영국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56)
제123조에 따른 연령적합설계 규약(Age-Appropriate Design Code)57)을 마
련하였다(2019년 5월). 이 규약은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규약에는 16가지 연령적합 설계 코드가 마련되어
있다. 1. 어린이 최선의 이익, 2. 연령에 맞는 적용, 3. 투명성, 4. 데이터의
불법 사용 대응, 5. 정책 및 지역 사회 표준, 6. 개인정보 기본설정, 7. 데이
터 최소화, 8. 데이터 공유, 9. 지역 및 위치, 10. 자녀보호, 11. 프로파일링,
12. 유인 기술, 13. 연결된 장난감 및 장치, 14. 온라인 도구, 15. 데이터보호
영향평가, 16. 거버넌스 및 책임에 대한 코드가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한
편 영국은 아동보호청(children’s commissioner)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
55) (원문정보) http://www.assemblee-nationale.fr/15/ta/tap0113.pdf(2019.5.1. 최종방문)
56)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원칙에 관해서는 최경진(2009),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일반
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3권 제1호, 211면 이하 참고.
57) (원문정보) https://ico.org.uk/media/about-the-ico/consultations/2614762/age-appropriatedesign-code-for-public-consult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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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마련58)하고 이에 따른 주의점을 정
보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4-1] 영국 아동보호청 디지털 관련 페이지

58) (원문정보)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gov.uk/our-work/digital/

100 ❚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방안 연구

제3절 우리나라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과 문제점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어린이(법률
에서는 ‘아동’)도 관련법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
며, 관련서비스의 제공자는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및 고
지의무를 진다. 그런데 어린이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가 어떠한
사항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연령을 정하여 만 14세 미만
의 어린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59)
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 권리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
입된 것으로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
우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할 권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
는 것이다(「정보통신망법」 제31조 이하). 그런데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대한
고지는 성인의 경우에도 목적과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
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을 통해 동 사업자등이 개인정보
(위치정보60))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61)
59)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위치정보법」 제17조.
60) 「위치정보법」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
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
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
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1) (시행 2019.6.25.)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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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동의를 받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
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
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항). 중
요한 내용의 표시방법으로 ①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
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②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③ 동의 사
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또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
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
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제22조제4항)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62)에는 작성예시를 마련하고 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고 휴
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동의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
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등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
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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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식적 측면의 가이드라인은 매우 충실히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수집목적이나 제3자 제공목적 등을 설명하는 내용적 측면의 문제는 구체적
규정 없이 마련되어 있는 수준이어서, 실제로 어린이가 그러한 내용을 이해
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개인정보
제공이 의미하는 바대로 정보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법정대리인 동의제도의 문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
터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동의를 받거나 동의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법
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정
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
은 해당 어린이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정보통
신망법」 제31조제2항).63)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법
률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주체로부터 개인
6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2019.5.1. 최종
방문)
63)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
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정보
통신망법」 제44조의8).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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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이때 개
인정보처리자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
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6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
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
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이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65)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66)으로 정하는 방법
64) 개인정보는 목적에 부합하게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하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가 부담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필요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개인정
보 보호법」 제16조제2항),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보호
법」 제16조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
보 보호법」 제21조).
65)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
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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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어
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
집할 수 있는 정보는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7조제4항).
어린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예
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즉, 성명과 연락
처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재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32조
의 2,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
한편 「위치정보법」에도 법정대리인의 권리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
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위치정보법」 제25조).67)
66)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6면 기술사항 참조,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
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권유 등에 따
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67) 다만,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8세 이하의 아동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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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의 절차 및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진정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규정만 있었을 뿐, 그에 대한 확인 규정은 부재하였다. 그런데 최근 개정
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도록 하였다(「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1항). 이러한 동의 확인 방법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메시
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맞는지 여전히 의문이 들며, 오히려 어린이의 개인정보
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가 결합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
어 보인다. 진정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68)

(2) 동의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통제
어린이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이후 관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의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능력의 부족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도 부
족하기 때문에 이용 동의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다고 하여 동의 이
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
는 규정을 두었다(「위치정보법」 제26조).
68) 이러한 동의 획득절차와 방법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부담을 안겨 주
게 되는 경우, 자칫 서비스제공자는 아예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 이인호(2001), “아동온라인「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법과 사회 제2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5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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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셜로그인의 경우 소셜로그인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개인
정보 제3자 동의 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어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소셜로그인을
통한 어린이 개인정보 현황을 법정대리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정대
리인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용 동의로써 계속적 그리
고 제3자 제공 동의로 인한 어린이의 개인정보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69)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을 개인정보주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연령 설정의 문제
어린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
보법」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을 설정
하고 있다. 이는 만 14세를 전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취
지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연령정의가 분야별 법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에서는 만 14세를 설정한 것이다.

69) 같은 취지, 유주현(2014), “앞의 논문”,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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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내법상 어린이의 연령
관련 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아동복지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형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어린이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유아: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만 13세 이하
아동: 만 18세 미만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or 아동복지법상 아동
(18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질서위반에 대한 책임연령 14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연령은 특별히 그 이유가 제정이유에도 명확히 적
시되어 있지 않으나, 형사책임 기준 연령이 만 14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에 대한 책임연령도 14세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
다.70) 그런데 연령의 문제는 각 법의 보호목적에 맞게 가변적으로 설정되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71) 과거의 개인
정보 문제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침해의 위험성은 비교하기 어
려울 만큼 확장되었다. 또한 디지털 세대가 갖는 특수성으로 어린이의 이용
자로서의 권리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개인정보
70) 2001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14세 미만
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외국 입법례(일본 15세 이하, 미국 13세 미만)을 고려하여 마
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인호, “아동온라인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
안”, 법과사회 제2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1, 249~250면. 여기에서도 아동 자신과 부
모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하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재인용
유주현(2014), “앞의 논문”, 212면.
71) 장민선 외5인(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59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연령정의에서 이행 시점에 대한 통계 결과, 해외사례, 전문가
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은 10대 초반(12～13세)까지로, 청소년은 10대 초반에서
중반(12, 13세～18, 19세)까지로, 청년은 20대와 30대 초반(18, 19세～29, 31세)까지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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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정대리인 권리를 인정하는 연령을 만 14세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만 14세 미만 어린
이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한층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향후 이러한 연력의
문제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72)

3. 개인정보 보호원칙 상 “어린이(아동)보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8가지 원칙을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하
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원칙 부재하여 원칙적 규정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첫째,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
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
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목적 명확화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이용 제한의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
지, (안전성 확보의 원칙)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
보,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처리방침 공개), (정보주체 참여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이 그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아동
보호시책 마련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조제2항제7호) 등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정보통신
망법」과 같이 원칙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72)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 연령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법제도적으로 변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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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현행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
■
■
■
■
■
■
■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목적 명확화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이용 제한의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안전성 확보의 원칙)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처리방침 공개)
(정보주체 참여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4. 개인정보영향평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특정 정보주체 수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3가지 유형으로는 ① 개인정보
파일을 신규 구축᛫운용 하려는 경우, ② 기 운용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 등 처리절차를 변경하거나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
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 개인정보파일을 타 시스템과 연계᛫
제공하려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 항목은 크게 대상기관 개
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
인정보보호로

나누어지며,

어린이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중 수집단계의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항목으로는

“3.1.5.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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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개인정보영향평가 아동관련 항목73)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
동관련 항목은 하나에 그치고 있어 민간기관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EU GDPR을 참고하고, 두텁게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한 평가항목 개발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73) 개인정보종합포털,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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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는 2000년대 이후부터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회원국에 이에 대한 다양한 협력이나 법제의 개선을 요청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외국의 법제는 각 국 현실에 맞추어 어린이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법 제정 형식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에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를 두고 있는 유형 또는 어린이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마련하고 있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어린
이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일반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전자
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각국의 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1. 체계적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
미국 COPPA와 달리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마
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으로 어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는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의 여러 각 영역
의 보호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있다. COPPA에서는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의 특수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게시, 보호자 동의 방법의 투명성, 어
린이 개인정보 제공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쉬운 설명 등 각각의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의 철저를 기하고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2. 어린이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신뢰성 확보 측면
다음으로 어린이가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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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어린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의를 얻는 과정
의 소통, 즉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지, 명확한 의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미국 COPPA 규정과 같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
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캐나다 DPA와 같이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담당하는 조직의 운영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원을 확인하고 동의를 제공해야하는 부모들의 동의 역할을 적절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측면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는 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이 중요한 문
제이고, 따라서 정보주체의 연령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인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
다. 따라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어린이 개인정
보 보호에 대한 특별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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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어린이 보호원칙과 개별법 필요성
1.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마련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의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서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또는 위치정보사
업자등)로 하여금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
하도록 개정하였다.74)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개별법 제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해외법제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 법 제정은 어린이 개인정보 보
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성인의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해야할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개인정보에 관한 개별법은 제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린이 관련 일부규정(법정대리인 동의)을 두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에 관한 원칙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두어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8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여기에 어린이 보호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74)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은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법」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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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현행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어린이 보호원칙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 (목적 명확화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 (이용 제한의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 (안전성 확보의 원칙)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처리방침 공개)
■ (정보주체 참여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 (취약계층 보호 원칙) 어린이, 고령자등 취약계층 개인정보 보호 노력(추가)

2. 개별법 마련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별법 마련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문제점은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사용･관리에
관하여 어린이의 개인정보가 성인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이유를 열거
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목적이나
기본원칙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으로만 이러한 문제점을 포괄하기에는
향후 어린이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어린이 대상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한 향후 해결 방안으로 어린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향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영국과
같이 아동보호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미국 COPPA처
럼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별법 제정은 어린이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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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세부 개선방안
1. 어린이 관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쉬운 정보제공’ 고지
어린이의 개인정보 처리 시 어린이에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
기 쉬운 언어로 내용을 고지할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자 대상으로 제공
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같이 어린이 관
점에서의 가이드라인 제공75)이 필요하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
리 내역, 제3자 제공 내역(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등에 대해 상
세히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공급자 중심의 방법, 성인을 기준으로 작성
된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어린이의 개인정보 처리 시, 어린이
에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 즉 어린이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만 14세 미만 어린이도 개인차가 있어 쉬운 양식, 각 연령이 인식에 차이
가 존재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연령 단계별 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향후 필요한 경우 연령 설정 논의를 통해
14세 이상 17세 이하 연령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제공시 그러한 정보 제공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강조 방법76) 등의 기술적 조치 노력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단계별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 “뉴미디어 서비스

75) [참고자료] 자료 참고.
76) 예컨대, 팝업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상세설명을 보고 동의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

118 ❚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방안 연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77)에 착안하여 어린이 관점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
드라인 마련시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개인정보 마련 가이드라인 원
칙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구분이 되며([표5-2]참조), “뉴
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법정대리인과 어린이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가이드라인 원칙
서비스 제공자(11가지 항목)

서비스 이용자(11가지 항목)

개인정보 수집

① 방침수립
② 책임자 지정
③ 수집원칙

① 정보제공 최소화
② 보호조치 확인

개인정보 이용

④ 목적내 이용･제공
⑥ 개인정보 공개설정
⑧ 보호조치

③
④
⑤
⑥

개인정보 제공

⑤ 개인정보 위탁
⑨ 국외이전
⑩ 양도시 고지의무

⑦ 신중한 정보공유

개인정보 파기

⑦ 개인정보 파기

⑧ 편리한 이용탈퇴

정보주체 권리강화 ⑪ 유출신고

공개범위 최소화
정기적 업데이트
중요정보의 안전한 관리
기능 비활성화

⑨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⑩ 권리보장
⑪ 침해신고

77) 스마트폰, SNS, 소셜커머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뉴미디어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이
용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담은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2012년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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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안) 예시

제공자

뉴미디어 서비스

가이드라인(안)

1. (방침수립) 서비스 제공자는 서

1. (방침수립) 서비스 제공자는 서

비스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하
고 공개하여야 함

비스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하고 공개하여야 함

2. (책임자 지정)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지
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2. (책임자 지정)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지
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야 함
3. (수집원칙) 서비스 제공자는 서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야 함
3. (수집원칙) 서비스 제공자는 서

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시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시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목적 내 이용 ․ 제공)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
자로부터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4. (목적 내 이용 ･ 제공)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
자로부터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5. (개인정보 위탁) 서비스 제공자
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5. (개인정보 위탁) 서비스 제공자
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 목적, 범위, 대
상 등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고 관
련 법령에 따라 동의 받아야 함

경우 사전에 위탁 목적, 범위, 대
상 등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고 관
련 법령에 따라 동의 받아야 함

6. (개인정보 공개설정) 서비스 제
공자는 회원가입시 이용자의 개인
정보 공개범위를 서비스 이용을

6. (개인정보 공개설정) 서비스 제
공자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
인정보 공개범위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외하고는 공개안함으로 하며,
이용자가 공개범위를 단계별로 설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외하고는 공개안함으로 하며, 이용
자가 공개범위를 단계별로 설정할

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을 권장함
7. (개인정보 파기) 서비스 제공자
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하

수 있는 기능 제공을 권장함
7. (개인정보 파기) 서비스 제공자
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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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거나 서비스이용자가 개인정보

였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
여야 함

파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
여야 함

8. (보호조치) 서비스 제공자는 개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8. (보호조치) 서비스 제공자는 개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 하여야 함
9. (국외이전) 서비스 제공자는 개
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행 하여야 함
9. (국외이전) 서비스 제공자는 개
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내의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10. (양도시 고지의무) 서비스 제

국내의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10. (양도시 고지의무) 서비스 제

공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 ․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

공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합병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

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
야 함
11. (유출신고) 서비스 제공자는

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
야 함
11. (유출신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이용
자에게 고지하고 유출피해 최소화
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이용
자에게 고지하고 유출피해 최소화
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12. 추가 (어린이 보호) 서비스 제
공자는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시
어린이 정보제공 동의를 위하여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진정한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야 함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

법정대리인

1. (정보제공 최소화) 서비스 이용
자는 개인정보 제공시 불특정 다
수에게 열람될 수 있다는 점을 유

1. (정보제공 최소화) 서비스 이용
자는 개인정보 제공시 불특정 다
수에게 열람될 수 있다는 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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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하여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보호조치 확인) 서비스 이용자
는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보호조치 확인) 서비스 이용자
는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개인

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
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
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3. (공개범위 최소화) 서비스 이용
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범

3. (공개범위 최소화) 서비스 이용
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범

위를 설정하여야 함
4. (정기적 업데이트) 서비스 이용
자는 모바일 앱 및 보안프로그램을

위를 설정하여야 함
4. (정기적 업데이트) 서비스 이용
자는 모바일 앱 및 보안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함
5. (중요정보의 안전한 관리) 서비
스 이용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함
5. (중요정보의 안전한 관리) 서비
스 이용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 스마트폰 등에 중요 정보 저
장시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

비스, 스마트폰 등에 중요 정보 저
장시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함
6. (기능 비활성화) 서비스 이용자
는 개인정보 전송시 유․노출 위험

여야 함
6. (기능 비활성화) 서비스 이용자
는 개인정보 전송시 유･노출 위험

이 있는 무선통신서비스나 위치정
보서비스는 필요시 기능을 활성화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기능

이 있는 무선 통신서비스나 위치
정보서비스는 필요시 기능을 활성
화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기

을 비활성화하여야 함
7. (신중한 정보공유) 서비스 이용
자는 타인의 게시글, 사진정보 등

능을 비활성화하여야 함
7. (신중한 정보공유) 서비스 이용
자는 타인의 게시글, 사진정보 등

을 공유시 신중히 검토하여 개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야 함

을 공유시 신중히 검토하여 개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야 함

8.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
고) 뉴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8.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뉴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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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는 어린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방

건전한 서비스 사용을 위해 부모
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9. (권리보장) 서비스 이용자는 뉴

지와 건전한 서비스 사용을 위해

미디어 서비스 이용시 제공한 개
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청
구권이 보장됨을 인지하고 필요시

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한 개
인정보에 대한열람･정정･삭제 청
구권이 보장됨을 인지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10. (침해신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10. (침해신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된 사실을 아는
즉시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
하여야 함

가 유출 또는 오남용된 사실을 아
는 즉시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
지하여야 함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9. (권리보장) 서비스 이용자는 뉴

11. 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
비스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어
린이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동의하여
야 하며 제3자 동의는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추가>

1. (정보제공 최소화) 서비스 이용
자인 어린이는 개인정보 제공시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서비스에 필요한
만큼의 조금의 개인정보를 제공하

어린이

여야 함
2. (보호 확인) 어린이는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공개범위 최소화) 어린이는 필
요한 종류의 정보만 제공해야 함
4. (정기적 업데이트) 어린이는 모
바일 앱 및 보안프로그램을 정기
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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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정보의 안전한 관리) 어린
이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하여야 함
6. (기능 비활성화) 어린이는 개인
정보 전송시 유･노출 위험이 있는
무선 통신서비스나 위치정보서비
스는 필요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기능을 비
활성화하여야 함
7. (신중한 정보공유) 어린이는 다
른 사람의 게시글, 사진정보 등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보내
서는 안됨
8.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경우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사용
하는 온라인 서비스 내용을 알려
야 함
9. (권리보장) 어린이는 온라인 서
비스 이용 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알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함
10. (피해알림) 어린이는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 사실을 아
는 즉시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알
려야 함
11.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어
린이는 개인정보 제공을 하는 경
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
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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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대리인 동의방법 보완
보호자 동의에 있어 EU GDPR, 미국 COPPA등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
한’ 방법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리적 방법을 우리 개정법에도
반영하면서 보호자 본인의 ‘실제 동의 여부’ 확인을 요구78)하고 있다.
[표 5-4]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
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7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
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
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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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
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
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
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
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
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
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문제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대
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 등 실질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을 통해 법정대리인
의 인증서와 같은 진정한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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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공공서비스 가입실패 화면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닌 다른 성인의 정보를 입력하
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가입이 되지 않는 반면, 일반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제 법정대리인의 정
보가 아닌 다른 성인의 정보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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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타인(성인)의 정보로 서비스 가입이 된 화면79)

한편 소셜로그인의 경우 다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이트
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가 있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최초
서비스가입(1차 가입 소셜서비스) 시의 보호자가 아니라 다른 성인의 정보로
도 가입이 가능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의 정보만 알면 어느 성인이라도 어
린이 명의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고, 소셜로그인 등으로 서비스 가입이 무제
한 가능할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진정한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의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대한 대안
으로 제3자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제3자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셜로그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그 의미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비추어볼 때 일정연령 미만의 어린이의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동의

79) 2019.8.22.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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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직접 서비스 이용 동의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80)

3.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위치 기반 광고 제한
인식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적인 동일한 광고 노출에 어린이, 법
정대리인 모두 가장 큰 피해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인데,
온라인 맞춤형 광고(온라인 추적광고라고도 함)는 개인 검색 등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81) 그러나 이러한 가
이드라인이 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현
재 어린이의 모바일 위치추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가능하고, 이는 특
정 지역으로 어린이가 옮겨가면, 그 위치와 관련이 있는 정보(그 위치에 도착
하였다)를 상기시켜 주는 것과 같은 유형의 위치추적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치 추적으로 위치기반 광고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기술한 캐나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OPC)의 규제정책을 참고하여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에게 의미 있
는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정보는 온라인 추적광고
의 목적으로 수집될 수 없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트랙킹 기술도
웹사이트에서 시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것

80) 한편 이때 ‘동의여부 확인’을 위해 결합정보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린이 개인정보와 법정대
리인의 정보를 사업자가 결합하여 보유･관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에서 취득한 정보가 결합하여 오히려 과도한 마케팅 대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러한 정보 결합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 1회에 한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완이 필요하다.
81)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서는 박성용(2017),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제48권 제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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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82)

4.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어린이의 사용이 많은 온라인 서비
스83) 사업자가 미국에서 어린이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로
57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이러한 피해사례는
국경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
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여부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시에 이용목적･이용기간 등을 구체적
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있는데84), 여기에 어린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 교
육이 학생대상이나, 법정대리인(부모) 대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
이 31.5%에 그쳐 개인정보 보호를 받지 않았다는 68.5%에 비해 떨어져 교육
이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 교육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콘텐츠 등과 관
련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개인정보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청소년을 구분하고 개인정
보가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경우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82) (원문정보) http://www.priv.gc.ca/information/guide/2011/gl_ba_1112_e.pdf(2019.5.1.
최종방문)
83) 틱톡(Tiktok)
8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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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
다. 그런데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 등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보완의 필요
성이 있다. 즉, 현재의 정보제공은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 제공동의 시점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어떠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지, 어느
연령에서, 어느 기기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이 요청된다.

[그림 5-3] 개인정보 보호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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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보호청(Children’s commissioner)은 연령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개인정보가 유츌될 수 있음을 인포그래픽으로 알려주고, 위험을 상기시킴으
로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그림 5-4] 영국아동보호청 디지털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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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영국아동보호청 디지털관련 세부페이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윗 상단에 이러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연령
에 대한 범위를 알려주고, 집, 온라인, 그 외에 개인정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기기나 사안들을 그림 형태로 알려주고 있다. 교육의 효과가 중요
하게 인식되는 만큼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
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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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영향평가 어린이 보호 강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 기준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공’만 대상으로 하는 점, 5만명 이상의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호가 어렵다는
점, 어린이 개인정보관련 평가 항목이 부족한 점 등 몇몇 보완의 필요성이 있
다. EU GDPR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민간에 까지 적용하는 방법,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인 기관 선정에 대한 범위 확대, 어린이 개인정보관련
평가항목 확대 등이 요청된다. 특히 어린이 개인정보관련 평가항목은 앞의 개
선방안을 토대로 수집단계에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시되고 있
는지, 어린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항목을 특히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향후 과제
1. 연령설정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으로 연령을 설정하여 해당 나이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수집･이용 및 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 설정에 관하여 과거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
법(PIPEDA) 관련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린이 개인정보를 보호의 측면에
서만 접근하면 지나치게 어린이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될
수 있고85),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와 세대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85) 같은 취지, 유주현(2014), “앞의 논문”, 223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연령을 탄
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현재의 연령기준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용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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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을 수 있다.86) 즉, 보호대상 연령 하향조정과 더불어 연령을 세분화
하여 개인정보제공 범위 등의 조정과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만 13세의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
여될 수 있도록 초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
야 되지만 개인정보의 관리와 추가의 동의 또는 이용자의 권리(열람, 정정,
동의취소)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 9세 또
는 만 1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정대리인 동의기준
을 강화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고(즉, 이 연령대의 아동에 대해서는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 사안마다 아동으
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 제공에 대해
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만8세 또는 만9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정대리인의
행위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87)고
하면서 “이처럼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해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
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도 적절한 구제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88)는 취지이다.
86) 유주현(2014), “앞의 논문”, 222면. 14세의 연령설정은 지나친 감이 있다. 왜냐하면 14세
이상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으
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접근이라
고 보여진다.
87) 같은 취지, 유주현(2014), “앞의 논문”, 223면.
88) 유지연(2014), “앞의 논문”, 43면. 본 논문에서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
해 서 아동의 판단력별로 연령 기준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아동 판단력의
세분화 기준을 학습 단계에 따라 미취학 아동, 초등생 아동, 중학생 아동, 고등학생 이상
성인으로 구분하고 만6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만, 제3자 제공 등은 허용하지 않고, 만 12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아동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도

제5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 강화방안 ❚ 135

그러나 연령을 구별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상황
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법집행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현
행법은 쉬운 고지,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별 세분화를 통해 어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경우 각 연령별 쉬운
고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구별이 어렵다. 둘째, 어린이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일정 연령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겠다
는 취지로 연령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달리한다면 법정대리인에게도 관리감독
에 있어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 요청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
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법정대리인들은 만 14세 연령이 적정하다
고 판단하고, 거의 비슷한 퍼센트로 오히려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의 연령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는 어린이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과 이용은 가능
하지만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어린이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즉, 기준연령 이하의
어린이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 시, 팝업창을 이용한 안내를 하도록 기술적 조
치를 취하고, 유튜브 댓글차단 정책이나, 위치정보, 일정 물품 등의 결제정보
데이터 등 이용정보를 통한 추적광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 등을 마
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처럼
일정연령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등 구분의 필요성은 일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제도적 고찰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록 하되 제3자 제공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공개를 허용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은 이를 인
지하도록 하며 법정대리인의 사후거부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은 아동 스스로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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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 관점의 보호에서 이용 활용적 관점의 보호 전환
현재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 보호관점
에서의 법규제정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관점의 보호도 중요하다. 금지 관
점의 보호가 이용 활용적 관점의 보호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사업
자인 유튜브의 정책변화89)등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어린이 유튜버에게
공격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 문제되어 유튜브는 어린이 유튜버가 생산한 콘텐
츠에 대한 댓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어린이의 활동은 보호하면서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차단과 불필요한 교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댓
글차단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도 특정 서비스의 어
린이 이용과 활용은 보장하면서 개인정보 피해 우려를 줄여나갈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89) 언론기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51785713995(2019.5.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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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이상에서 디지털 시대의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법제를 개인정
보 보호를 기본적인 토대로, 개별 사항과 함께 검토하여 보았다. 디지털 환경
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어린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국은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
를 마련하고 보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정보 수
집”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 등을 지켜볼 때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가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정보가 가치를 가
지게 된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개
인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인의 개인정보가 되는데, 이러한 특성상 성
인의 개인정보보다 고가로 거래되는 경향도 있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어
린이 개인정보 보호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의 어린이 보호는 법제도 보완,
사업자의 노력,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정보주체의 노력이 모두 다 절실히 필
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최근 개정
(2018.12.24., 시행 2019.6.25.)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시책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
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제･개정된 EU GDPR, 미국 COPPA, 캘
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주법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뿐만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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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일정 연령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특별
한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요구
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가 어린이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운
영 단계에서부터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 진행 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표현)로 적
절하게 안내하는 등 어린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
하다. 또한 어린이 교육 등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리 노
력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법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 등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메카니즘-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여러 장치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회성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제협력
도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어,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 보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
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즉, 동의 관점 보호에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관점의 보호도 중요한 시점이다. 서비스의 이
용과 활용은 보장하면서 활동 피해 우려를 줄여나갈 정책적 방안 모색이 그
러하다. 동의 관점의 보호가 이용 활용적 관점의 보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적 메카니즘 구축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
다 면밀한 검토는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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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tudy on th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Jaeyoung Kim, Minna Kim

With digitalization recently more accelerated, children do more
activities in the digital space. As a result, their prote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is emerging as a social issue. It is evidenced by a series
of news about unauthorized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children on the social media sites, which means that related risks of
reckless collection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re on the
rise particularly relating to games, social media sites, and IoT
devices. Furthermore, now that children of the current generation
are widely affected by digital devices at their earlier age than any
other generations, preemptive policy and institutional examination
is necessary. In a rapid response to such an environment, Korea
prepared regulations on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law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These define the right of a chi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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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gent including receiving his or her agreement for gather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child. However, it is now the time to
think whether the laws protect the information enough.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identify how to improve it through comparative examin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laws and institutions, and thus offer more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implications on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do this, this study 1) reviewe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2) looked in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protection of children at home and
abroad, 3) explored a direction for improvement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4)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kind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Problems in protecting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are: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there is no principle for protecting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notices on information protection are
hard for children to understand; and the agreement of legal agents is
difficult in a true meaning (if an ordinary adult, not legal agent, agrees
with subscription to a service, it is actually possible) and children’s
evaluation items in personal information impact evaluation are
insufficient.
This study results revealed some other problems, too. Among others,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is

still

gathered

wit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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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f legal agents in some cases. In addition, digital
products

such

as

IoT

goods

recklessly

ma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social logins may infringe it. Going further,
although damage occurs, it is hard to be redressed. To address
tho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to define principles to protect
children, formulate the guidelines to notify children of related
rules to ensure that they can easily understand, and expand items
of

personal

improve

information

institutions

e.g.

impact

evaluation.

“Persona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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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rotection and damage redress, this study set forth
reinforcement of monitoring, sharing of information on damage,
and methods to enhance education and off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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