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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련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정보통신망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

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

고했습니다.

(주)카카오는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2,600만명 이상, 해외 사용자 500만명 정도)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입니다.

(주)카카오는 2011. 8. 23.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방

침 변경을 고지하면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계정을 삭제하면 회원님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르면, (주)카카오는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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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주)카카오와 업무제

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면서,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

어하도록 하는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신자의 권

리를 중시해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도

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방침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검토했습니

다. 또한,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이「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법」의 ‘개인정보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과

관련하여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카카오가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분리 동의

를 받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선 동

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 정보의 수집 역시 △추가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네트

워크 확대 목적이 강하다는 점, △이메일 정보의 수집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

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했다는 점,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를 통한

이용자의 동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

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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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대

로 보장하지 않은 채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과의 친구추가를 유도하면

서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고는 선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고지와 설명 없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