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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 이유 

 

1. 피신고인들의 지위 

 

피신고인들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Facebook 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룹, 

Watch, Marketplace 같은 편리한 기능을 통해 가족 및 친구와 간편하게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도 맺어보세요.”라고 소개합니다.  

 

피신고인 1 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 잉크(Meta 

Platforms Inc.)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11 에 의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신고인 2 메타 플랫폼스 잉크는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피신고인 1 이 피신고인 2 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11). 즉, 대한민국 내에서 피신고인 2 를 대리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 업무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을 비롯해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31 조, 시행령 제 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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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업무도 피신고인 1 이 피신고인 

2 로부터 위임받아, 총괄하여 책임자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① 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권과 보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제 31 조 제 3 항), 반면 

②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위반 사항을 즉시 개선조치할 의무와, 필요시 

대표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 4 항).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이런 권한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이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제 5 항). 

 

결론적으로 피신고인 1 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신고인 2 를 대리하여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업무를 총괄 책임지며, 자료의 조사와 

보고 요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피신고인 2 는 피신고인 1 의 

업무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피신고인 2 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2. 피신고인은 ‘6개 필수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를 철회했지만 피신고인은 

여전히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2022. 5. 26.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에 따른 6 개 필수 동의사항의 동의 

강요와 철회 

 

피신고인 2 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에 접속하면, 페이스북을 계속 

사용하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업데이트(2022. 5. 26.)를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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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라면서, 업데이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습니다(최초에는 2022. 7. 26. 이후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동의 기한을 2022. 8. 9.까지로 연장했다가, 

여전히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2022. 7. 28.자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이 동의하라고 했다가 철회한 것은 6 가지로, 피신고인은 이를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하는 몇 가지 주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요구하는 필수 동의] 

항목 설명 및 동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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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필수] 

Meta Platforms, Inc.가 서비스 제공 및 맞춤화, 분석, 

안전 및 보안,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필수] 

Meta Platforms, Inc.가 다른 Meta Companies 및 

Meta Companies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 기관, 분쟁 해결 기관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Meta Platforms, Inc.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필수] 

Meta Platforms, Inc.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사,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치 정보[필수] Meta Platforms, Inc.의 위치 기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필수] 
 

업데이트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Meta Platforms, Inc 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필수] 
 

Facebook, Messenger 및 Meta Platforms, Inc.에서 

제공하는 기타 제품, 기능, 앱, 서비스,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합니다. 

 

https://www.facebook.com/reg/app_terms/location/?show_chrom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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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고문의 필수 동의사항에 대한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각 필수 동의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필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소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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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Platforms, Inc.는 Meta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Meta 제품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 섹션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저희가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섹션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Meta 는 법적 요청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Meta 의 안전, 무결성 

및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Meta 의 

서비스 및 Meta 제품을 제공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원님의 계정이 삭제되는 경우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섹션을 확인하세요. 

거부할 권리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님에게는 회원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 Meta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정 옵션을 확인하세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계정 비활성화 또는 삭제하기”가 

소개되어 있어서, 계정이 비활성화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동의를 클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ection_id=1-WhatInformationDoWe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ection_id=2-HowDoWeUse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ection_id=8-HowLongDoWe
https://www.facebook.com/help/25056391197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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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에서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부를 선택해도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여전히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동의 절차’를 철회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신청인이 ‘필수 동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사항은 여전히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집, 처리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3. 피신고인이 동의를 강요했던 내용은 ‘맞춤형 광고’, ‘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Meta Companies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있습니다 

 

가. 피신고인이 동의를 강요했던 내용 

 

피신고인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필수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놓았던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 가지 항목인데, 그 

중 중요한 항목으로는 ‘맞춤형 광고’, ‘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Meta Companies 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있습니다.  

 

나. 맞춤형 광고 - 페이스북 내에서와 Meta Audience Network 를 통한 맞춤형 

광고를 반드시 동의하도록 강요하여 맞춤형 광고에 사용합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약관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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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은 회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신고인이  ‘맞춤화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 정보를 사용하도록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약관 모두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저희 제품의 제공, 맞춤화 및 개선”이라는 제목 아래 

“저희는 회원님이 공유하기로 선택한 특별히 보호받는 정보를 비롯하여 저희가 

보유한 정보를 저희 제품을 제공하고 개선하는 데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맞춤화 

기능, 콘텐츠, Facebook 피드, Instagram 피드, 스토리, 광고와 같은 추천이 

포함됩니다.”(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라고 하여, 맞춤형 광고에 피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밝히며, 이를 선택권을 주지 않는 

필수 동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서비스 약관(2022. 7. 26.)에서도 “저희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회원님은 저희가 회원님 및 회원님의 관심사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저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님에게 보여드릴 맞춤형 광고를 결정합니다.”(개정 서비스 약관)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신고인은 실제로 회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도 않고,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광고는 페이스북 내에서 이용자에게 게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가 다른 앱을 방문할 때  Meta Audience Network 를 통해 게재하는 

맞춤형 광고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2)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정보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ubpage=1.subpage.1-YourActivityAndInformation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2.ex.4-HowWePersonalizeYour
https://ai.facebook.com/tools/system-cards/instagram-feed-ranking
https://www.facebook.com/help/1257205004624246
https://www.facebook.com/help/119468292028768/?helpref=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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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은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정보를 (i) 회원님에 관해 저희가 

보유한 회원님의 프로필 정보, (ii) 저희가 회원님의 설정에 따라 쿠키 및 유사 

기술을 통해 받는 정보를 포함하여, 저희 제품 안팎에서 회원님의 활동, (iii) 

회원님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 등 저희가 회원님에 관해 추론하는 정보, (iv) 

활동 또는 관심사를 비롯하여 회원님의 친구, 팔로워, 기타 연결 관계에 관한 

정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이 제출하는 정보인 제출정보(provided data ), 피신고인의 관찰 

정보(observed data), 추론 정보(inferred data)를 망라한다고 합니다.. 그 중 

추론정보는 소위 ‘프로파일링’의 결과인데, 회원의 친구, 팔로워, 기타 연결 

관계에서의 추론도 포함합니다. 

 

[회원님의 활동과 회원님이 제공한 정보] 

저희 제품에서 회원님은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상품을 사고파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제품에서 

회원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활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여러 

Meta 제품에서 회원님의 활동을 수집하고 회원님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원님이 만드는 콘텐츠(예: 게시물, 댓글, 오디오) 

• 회원님이 저희의 카메라 기능 또는 회원님의 카메라 롤 설정 또는 

저희의 음성 지원 기능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 관련 법률에 따라 메시지의 콘텐츠를 비롯하여 회원님이 주고받는 

메시지. 저희는 종단간 암호화된 메시지의 콘텐츠를 사용자가 검토를 

위해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콘텐츠 및 메시지에 관한 메타데이터. 

• 회원님이 보거나 상호작용하는 콘텐츠의 유형 및 상호작용 방식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3-InformationYouProvideFor&subpage=1.subpage.1-YourActivityAndInformation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6-AudioContentYouCreate&subpage=1.subpage.1-YourActivityAndInformation
https://www.facebook.com/help/messenger-app/786613221989782
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messenger.com%2Fprivacy%3Ffbclid%3DIwAR3Fa-pQRz0D8xK5hnFCRBo9H4bxigqEzOq9T--N7WtAJXQFRImQL3DkGB0&h=AT0l7LvpRKPeqiqETyh4v3e4_S8jR_-rLA1bpSBgZhjXdrnvVy3B-L92e9RjYQn7WH1WsVH-dPs2PJrcKuq-rMcgCbtPfuWZ6R9aOBgVh9YU4iWTU8KeJfwdmPg3DLLG_Ro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9-MetadataAboutContentOr&subpage=1.subpage.1-YourActivityAn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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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이 사용하는 앱과 기능 및 회원님이 해당 앱과 기능에서 취하는 

행동. 

•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하여 회원님의 구매 또는 기타 거래 정보.  

• 회원님이 사용하는 해시태그 

• 회원님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활동 시간, 빈도 및 기간 

 

[친구, 팔로워 및 기타 연결 관계] 

회원님의 친구, 팔로워, 기타 연결 관계에 관해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 

저희는 친구, 팔로워, 그룹, 계정, Facebook 페이지 및 기타 회원님이 

연결되고 교류하는 이용자와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회원님이 여러 Meta 제품에서 그들과 교류하는 방식과 가장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연락처에 관해 수집하는 정보 

또한 저희는 회원님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연락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또는 회원님이 주소록을 동기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기에서 업로드하거나 내보내기로 선택하는 경우 전화번호가 포함됩니다. 

회원님이 Meta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정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회원님의 정보는 수집될 수 있습니다.  

Facebook 과 Messenger 에서 연락처를 업로드하고 삭제하는 방법 또는 

Instagram 에 기기의 연락처 리스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바탕으로 저희가 회원님에 관해 수집하거나 추론하는 

정보 

저희는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바탕으로 회원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바탕으로 회원님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기도 

합니다. 예: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15-PurchasesOrOtherTransactions&subpage=1.subpage.1-YourActivityAndInformation
https://www.facebook.com/help/637205020878504
https://www.facebook.com/help/561688620598358?helpref=related
https://www.facebook.com/help/messenger-app/838237596230667
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help.instagram.com%2F195069860617299%3Fhelpref%3Drelated%26fbclid%3DIwAR2FkrbxR_96zRQLz659LiyKp70F2F4Ci3JS3MehbkAqh2D-cWbwN4vkQSA&h=AT0l7LvpRKPeqiqETyh4v3e4_S8jR_-rLA1bpSBgZhjXdrnvVy3B-L92e9RjYQn7WH1WsVH-dPs2PJrcKuq-rMcgCbtPfuWZ6R9aOBgVh9YU4iWTU8KeJfwdmPg3DLLG_Ro
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help.instagram.com%2F195069860617299%3Fhelpref%3Drelated%26fbclid%3DIwAR2FkrbxR_96zRQLz659LiyKp70F2F4Ci3JS3MehbkAqh2D-cWbwN4vkQSA&h=AT0l7LvpRKPeqiqETyh4v3e4_S8jR_-rLA1bpSBgZhjXdrnvVy3B-L92e9RjYQn7WH1WsVH-dPs2PJrcKuq-rMcgCbtPfuWZ6R9aOBgVh9YU4iWTU8KeJfwdmPg3DLLG_Ro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20-WhenWeCollectInformation&subpage=1.subpage.2-FriendsFollowersAnd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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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회원님과 상대방이 누군가가 업로드한 연락처 리스트에 둘 다 

있는 경우 Facebook 의 '알 수도 있는 사람' 기능을 통해 회원님에게 

친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회원님에게 가입할 그룹을 추천할 때 회원님의 친구가 그 

그룹에 속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저희는 회원님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으며 

해당 기기에 관한 정보 및 회원님의 사용 방식 또한 수집하고 제공받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기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습니다. 

• 회원님이 사용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기기 특성.  

• 앱이 포어그라운드에 있는지,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지(사람과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됨) 등 회원님이 기기에서 하는 활동. 

• 패밀리 기기 ID 를 비롯하여 회원님의 기기를 다른 이용자의 기기와 

구분 짓는 식별자.  

• 기기의 신호.  

• 회원님이 GPS 위치, 카메라 액세스, 사진 및 관련 메타데이터 등의 

기기 설정을 통해 저희에게 공유한 정보. 

• IP 주소를 비롯하여 회원님의 기기를 연결한 네트워크 관련 정보. 

• 회원님의 기기에서 저희 제품의 성능에 관한 정보. 

• 쿠키 및 유사 기술에서 얻은 정보.  

 

회원의 제품간 정보 이용도 회원과 다른 사람에게 광고 맞춤화를 위해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필수 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타 제품에서 사용하는 여러 계정에 걸친 회원님의 정보와 여러 

기기의 회원님의 정보 이용]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22-DevicesTheseDevicesInclude&subpage=1.subpage.3-AppBrowserAndDevice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24-WhatDeviceYoure&subpage=1.subpage.3-AppBrowserAndDevice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26-IdentifiersThatTellYour&subpage=1.subpage.3-AppBrowserAndDevice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32-DeviceSignalsDeviceSignals&subpage=1.subpage.3-AppBrowserAndDevice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34-RelatedMetadataForExample&subpage=1.subpage.3-AppBrowserAnd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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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회원님이 Meta 제품에서 사용하는 여러 계정에 걸쳐 저희 

회원님의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합니다. 

• 회원님 및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 맞춤화. 더 알아보기. 

• 해당 광고의 성과 측정. 더 알아보기. 

저희 여러 Meta 제품에서 더 맞춤화된 기능, 콘텐츠, 추천 제공. 예시 

보기. 

•  

• 인원을 더 정확하게 집계하고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 

• 회원님과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 더 알아보기. 

계정 센터를 설정하면 저희는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된 환경을 

제공하며 여러 계정에서 회원님의 경험을 개선합니다.  

 

여러 기기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이유 

저희가 여러 기기에 있는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하는 한 가지 이유는 

회원님에게 더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회원님의 휴대폰에 광고를 표시하고 회원님은 나중에 노트북에서 해당 광고를 

클릭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에서 해당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저희는 회원님에게 관련성 있는 광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비즈니스가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위치 관련 정보도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회원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위치 서비스 기기 설정을 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위치 서비스 설정을 끈 경우에도 IP 주소와 같은 

위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help/373389520856284/
https://www.facebook.com/help/373389520856284/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ubpage=2.subpage.2-HowWeShowAds&dialog_back=1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ubpage=2.subpage.10-ProvidingMeasurementAnalyticsAnd&dialog_back=1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2.ex.5-UsingInformationAcrossOur&annotations%5b1%5d=2.ex.9-ProvidingMorePersonalizedFeatures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2.ex.5-UsingInformationAcrossOur&annotations%5b1%5d=2.ex.9-ProvidingMorePersonalizedFeatures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ubpage=2.subpage.8-PromotingSafetySecurityAnd&dialog_back=1
https://www.facebook.com/help/943858526073065/
https://www.facebook.com/help/5098170367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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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회원님이 위치 서비스 기기 설정을 켜기로 선택하는 경우 저희는 회원님이 

저희에게 수신을 허용하는 위치 관련 정보를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회원님의 

GPS 위치, 그리고 회원님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 기타 기기 신호가 

포함됩니다. 

저희는 위치 서비스가 꺼져 있는 경우에도 일부 위치 관련 정보는 제공 

받고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IP 주소. 회원님의 일반적인 위치를 추측하는 데 이용합니다. 회원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 IP 주소를 

이용하여 회원님의 구체적인 위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제품에서 회원님과 다른 사람의 체크인, 이벤트와 같은 활동 

• 프로필에 현재 거주지를 입력하거나 Marketplace 에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회원님이 저희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보 

방침의 '저희가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조항에 설명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위치 관련 정보(예: 회원님의 현재 위치, 거주 지역, 가고 싶은 

장소,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 및 사람)를 이용합니다. 

• 회원님 및 다른 사람을 위해 광고를 비롯한 저희 제품 제공, 맞춤화, 

개선. 예시 보기. 

• 의심스러운 활동 감지 및 회원님의 계정 보안 유지.  

 

위치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는 것은 피신고인이 필수 동의로 명시한 

위치 기반 서비스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Meta 는 회원님께 맞춤화된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님이 다른 

사람에게 현재 위치와 방문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며, 측정, 분석,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및 보안을 도모하며,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2.ex.15-OtherDeviceSignalsWe&subpage=2.subpage.6-HowWeUseLocation
https://www.facebook.com/about/basics/manage-your-privacy/location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2.ex.18-IPAddressesIPAddress&subpage=2.subpage.6-HowWeUseLocation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2.story.3-PersonalizingAdsForYou&subpage=2.subpage.6-HowWeUs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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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을 이루며, Meta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님의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 Meta 가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님의 위치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시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타 앱 서비스(위치를 기반으로 한 검색어 제안 및 자동 완성 

또는 광고, 게시물, 콘텐츠, 기타 정보 제시/제공 등) 

• 근처의 비즈니스, 장소 또는 물체를 감지하여 회원님이 이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타 앱 서비스 

 

(3) 페이스북 웹 및 앱 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맞춤형 광고 이용 

 

위에 열거된 경우 외에도 피신고인은 ‘파트너’, ‘벤더’, 및 제 3 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도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파트너’, ‘벤더’, 및 제 3 자에 해당하는지도 그 범위가 매우 애매하고, 

불명확합니다. 일단 설명된 내용을 모두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너, 벤더 및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저희가 수집 또는 제공받는 정보의 유형 

저희는 파트너, 측정 벤더 및 제 3 자로부터 저희 제품 안팎에서 발생하는 

회원님의 다양한 정보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습니다. 

회원님에 관해 저희가 제공받는 정보의 예시입니다. 

• 회원님의 기기 정보 

• 회원님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와 쿠키 데이터(예: 소셜 플러그인 또는 

Meta 픽셀을 통해) 

• 회원님이 사용하는 앱 

• 회원님이 플레이하는 게임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37-OurPartnersBusinessesAnd&subpage=1.subpage.4-InformationFromPartnersVendors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ubpage=4.subpage.10-MeasurementAndMarketingVendors&dialog_back=1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40-ThirdPartiesWeGet&subpage=1.subpage.4-InformationFromPartnersVen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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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의 구매 및 거래 

• 회원님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예: 학력) 

• 회원님이 조회한 광고 및 상호작용 방식 

• 회원님이 저희 파트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파트너는 또한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쿠키, 광고 기기 ID 와 같은 정보를 

저희에게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회원님이 계정을 보유하는 경우) 

회원님의 활동과 회원님의 계정을 매칭합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저희 제품 로그인 여부나 저희 제품의 계정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파트너는 또한 자신의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에게 지시하는 

경우(예: 커뮤니케이션 관리 지원) 회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희와 

공유합니다. 비즈니스에서 회원님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비즈니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어보거나 직접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파트너로부터 이 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받는 방법 

파트너는 저희의 비즈니스 도구, 통합 기능 및 Meta Audience Network 

기술을 사용하여 저희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파트너는 회원님이 해당 파트너의 사이트나 앱을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또는 해당 파트너가 협력하는 다른 비즈니스나 조직으로부터 

회원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저희는 파트너가 회원님의 정보를 저희에게 

전달하기 전에 파트너에게 회원님의 정보를 수집, 이용, 공유할 권리를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중 메타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파트너’의 예로 소개하는 것에는 

광고주,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서를 제공하는 회사, 저희 제품을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비즈니스와 사람, 퍼블리셔(예: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17-CookiesCookiesAreSmall&subpage=1.subpage.4-InformationFromPartnersVendors
https://www.facebook.com/help/33150949725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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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및 퍼블리셔의 비즈니스 파트너, 앱 개발자, 게임 개발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도 회원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Meta 파트너 

비즈니스와 사람들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광고, 

마케팅,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및 사람을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에는 비즈니스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광고 또는 지원하거나 

사람들이 자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과 광고의 성과를 확인 및 측정할 수 

있는 저희의 비즈니스 도구와 기타 기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저희의 비즈니스 도구 중 하나인 Meta 픽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는 Meta Audience Network 도구를 사용하여 Facebook 에 

광고하는 비즈니스의 광고를 게재하여 자신의 앱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는 저희 제품을 통해 저희 고객에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Facebook 로그인을 사용하여 파트너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Facebook 에서 파트너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 앱을 나가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으므로 통합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통합 도구를 사용하는 파트너를 통합 

파트너라고 합니다. 

파트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주 

•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서를 제공하는 회사 

• 저희 제품을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비즈니스와 사람 

• 퍼블리셔(예: 웹사이트, 앱) 및 퍼블리셔의 비즈니스 파트너 

• 앱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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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개발자 

 

광고주, 오디언스 네트워크 퍼블리셔 및 퍼블리셔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광고주 및 Audience Network 퍼블리셔 

광고주 

저희는 광고주에게 광고를 보고 광고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유형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광고주의 광고에 참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심사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고주는 타겟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Meta 는 광고주 및 광고주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다음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사람들이 참여한 광고 

• 사람들이 광고에 참여한 시점 

• 광고가 노출된 위치(예: Instagram, Facebook) 

그러나 회원님이 저희에게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한 회원님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와 같이 그 자체로 회원님에게 연락하는 데 이용되거나 회원님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러한 광고주 및 광고주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Audience Network 퍼블리셔 및 퍼블리셔의 비즈니스 파트너 

Meta Audience Network 를 통해 광고주는 저희와 함께 Meta 외부의 앱에 

게시되는 광고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에게 관련 앱에서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저희는 Audience 

Network 를 사용하는 퍼블리셔 및 이 사용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4.ex.4-GeneralDemographicsAndInterests&subpage=4.subpage.2-AdvertisersAndAudienceNetwork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4.ex.8-WhenYouMightGive&subpage=4.subpage.2-AdvertisersAndAudienc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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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셔 앱에서 광고를 보고 참여한 사람 수. 

• 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퍼블리셔의 요청과 관련 있거나 이에 응답하기 

위한 정보. 

그러나 회원님이 저희에게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한 회원님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와 같이 그 자체로 회원님에게 연락하는 데 이용되거나 회원님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러한 퍼블리셔 및 퍼블리셔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은 ‘비즈니스 도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메타 비즈니스 도구는 Meta Platforms, Inc. 및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에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웹사이트 소유자와 퍼블리셔, 앱 개발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광고주 포함) 등은 이 도구를 통해 Meta 와 통합하고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 및 측정할 뿐 아니라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도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도구에는 Meta 픽셀, 전환 API, Facebook SDK 를 통한 앱 이벤트, 오프라인 

전환 및 앱 이벤트 API 가 포함됩니다. 또한 Meta 는 Facebook 소셜 

플러그인(예: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 버튼) 및 Facebook 로그인에서 전송된 

노출 데이터 형식의 비즈니스 도구 데이터와 보내기 API 를 통한 Messenger 

고객 매칭 등의 특정 API 데이터 및 Meta 가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특정 

파일럿, 테스트, 알파, 베타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eta 비즈니스 도구 약관을 참조하세요.” 

 

벤더(측정 및 마케팅 벤더)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https://www.facebook.com/help/119468292028768?ref=shareable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4.ex.8-WhenYouMightGive&subpage=4.subpage.2-AdvertisersAndAudienceNetwork
https://www.facebook.com/business/a/facebook-pixel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marketing-api/server-side-api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app-events/
https://www.facebook.com/business/learn/facebook-offline-conversions
https://www.facebook.com/business/learn/facebook-offline-conversions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marketing-api/app-event-api/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plugins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plugins
https://developers.facebook.com/products/account-creation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messenger-platform/identity/customer-matching/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messenger-platform/identity/customer-matching/
https://www.facebook.com/legal/terms/business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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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마케팅 벤더 

측정 및 마케팅 벤더는 Meta 및 Meta 의 광고주들에게 마케팅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저희를 대신하여 광고를 

구매하고, 시장 조사를 제공하고 저희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벤더는 저희 파트너의 광고도 지원합니다. 

측정 벤더 

저희는 직접 모든 측정 및 분석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만드는 측정 벤더와 협력하며, 이 보고서를 통해 

광고주와 같은 저희의 파트너는 콘텐츠와 광고의 성과, 참여하는 사람, 광고를 

본 후 행동을 취했는지를 파악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광고를 봤는지 또는 참여했는지와 같은 정보를 측정 

파트너와 공유하며 측정 벤더는 이 정보를 집계하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예시 보기. 

마케팅 벤더 

저희는 회원님에 대한 정보를 저희와 저희 제품을 마케팅하고 저희 자체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하고 광고 조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와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회원님에게 회원님의 관심사와 가장 

관련성 높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회원님의 기기 식별자 또는 다른 식별자를 

광고 벤더와 공유합니다. 벤더가 저희의 마케팅 및 광고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벤더가 저희의 마케팅 및 광고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 

예를 들어 벤더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모바일, 데스크톱 및 연결된 TV 기기를 포함하여 인터넷에 저희의 광고 

게재 

• 회원님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앱 활동 추적 및 분류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4.ex.12-HowMeasurementVendorsUse&subpage=4.subpage.10-MeasurementAndMarketingVendors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4.ex.12-HowMeasurementVendorsUse&subpage=4.subpage.10-MeasurementAndMarketingVendors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4.ex.16-HowVendorsSupportOur&subpage=4.subpage.10-MeasurementAndMarketingVen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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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에 회원님의 관심사와 커뮤니티 및 광고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 

제공 

이 벤더는 저희의 광고와 가장 관련성 높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 회원님이 

관심 있을 만한 저희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정보는 

회원님에게 게재되는 광고를 맞춤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벤더는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저희의 마케팅 노력에 대한 반응 및 광고의 효과를 

측정합니다. 

 

그 외에 제 3 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들로부터도 회원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보를 얻는 제 3 자 

기타 Meta 와 정보를 공유하지만 저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단체 및 

조직. 이들을 제 3 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제 3 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습니다. 

• 학술지, 공개 포럼과 같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 

•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기술 기업 등 동종업계 기업 

• 저희에게 회원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마케팅 및 광고 

벤더와 데이터 제공업체 

• 사법당국 

• 정부 당국 

• NGO 와 같은 전문가 그룹과 비영리 단체 및 자선 단체 

• 대학, 비영리 연구 단체, 싱크 탱크 등의 학술 기관 및 연구 기관 

제 3 자 공개 소스 

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about.fb.com%2Fnews%2F2017%2F07%2Fglobal-internet-forum-to-counter-terrorism-to-hold-first-meeting-in-san-francisco%2F&h=AT0l7LvpRKPeqiqETyh4v3e4_S8jR_-rLA1bpSBgZhjXdrnvVy3B-L92e9RjYQn7WH1WsVH-dPs2PJrcKuq-rMcgCbtPfuWZ6R9aOBgVh9YU4iWTU8KeJfwdmPg3DLLG_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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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희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 연구 기관, 전문가 그룹, 

비영리 단체로부터 데이터 세트를 받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세트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저희 약관을 위반하는 스크래핑 감지 및 중지 

• 저희 제품, 이용자, 대중, 저희 직원 및 자산의 안전, 보안,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조치 수행 

• 번역 기술과 같은 저희의 AI 기술 향상 

•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기술과 같은 AI 연구 지원 

• 추가적인 논의에 참여한다는 의향을 밝힌 연구 조사 응답자와 연락 

 

(4) 사후 선택 거부권(옵트 아웃)이라도 보장되는가? 

 

한편, 피신고인은 회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도 회원이 맞춤형 광고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옵트 아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이 옵트 아웃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회원의 정보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의 활동에 대한 관측 정보나 추론 정보 등 대부분의 정보는 회원이 

옵트 아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피신고인은 측정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elp/463983701520800/?helpref=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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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측정 및 분석이 무엇인지, 비즈니스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 3 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측정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는 회원님이 Meta 제품에서 

사용하는 여러 계정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합니다. 

저희의 측정 및 분석 서비스는 저희의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게시물, 동영상, Facebook 페이지, 품목, Shop, 광고(Meta Audience 

Network 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노출되는 콘텐츠 포함)를 비롯한 

콘텐츠를 보고 상호작용하는 사람 수 

• 사람들이 콘텐츠, 웹사이트, 앱,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유형 

 

라. Meta Companies 와 공유 

 

피신고인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메타 컴퍼니들과도 공유한다고 명시하면서, 

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 컴퍼니스에는 Meta 

Platforms, Inc.와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외에도 아래의 여러 계열사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 Facebook Payments Inc. 

• Facebook Payments International Limited. 

• Facebook Technologies, LLC 와 Facebook Technologies Ireland Limited. 

• WhatsApp LLC 와 WhatsApp Ireland Limited.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ection_id=1-WhatInformationDoWe
https://www.facebook.com/audiencenetwork/
https://www.facebook.com/audiencenetwork/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2.ex.21-InformationWeProvideAbout&subpage=2.subpage.10-ProvidingMeasurementAnalytic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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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i Financial, Inc.와 전 세계 Novi 계열사(개별적으로 및 총칭하여 

'Novi') 

• Meta CrowdTangle. 

• Facebook Pagamentos do Brasil Ltda. 

 

메타 컴퍼니 제품에는 WhatsApp, Oculus 제품(Oculus 계정 사용 시), Novi 

및 Meta CrowdTangle 웹사이트, 제품, 앱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Meta Companies 가 함께 협력하는 방식 

 

저희는 Meta Company 제품을 제공하는 Meta Companies 에 속합니다. 

Meta Company 제품에는 본 방침이 적용되는 모든 Meta 제품 및 WhatsApp, 

Novi 등 다른 제품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와 인프라, 시스템, 및 기술을 다른 Meta 

Companies 와 공유합니다. 저희가 다른 국가에 정보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희는 또한 다른 Meta Companies 의 약관 및 방침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해당 Meta Company 로부터 회원님에 관해 받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Meta 는 다른 Meta Companies 를 위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해당 Meta Company 를 대신하여 

해당 Meta Company 의 지시와 약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저희가 여러 Meta Companies 와 서로 공유하는 이유 

Meta 제품에서 정보를 다른 Meta Companies 와 공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보안, 무결성을 향상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 제품 및 서비스, 광고 및 기타 홍보 또는 상업 콘텐츠를 맞춤화하기 

위해. 

https://www.facebook.com/help/111814505650678
https://www.facebook.com/help/195227921252400
https://www.facebook.com/help/195227921252400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ection_id=9-HowDoWeTransfer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ection_id=9-HowDoWe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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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통합 환경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 사람들이 Meta Company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과 교류 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공유하는 이유에 관한 예를 확인해보세요. 

 

이들은 수집하는 정보와 인프라, 시스템, 기술을 상호 공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사업의 이해 :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 피신고인은 대부분의 수익을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3, 

15(d))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2021 년 사업보고서)에서 

설명하듯이 피신고인의 사업은 앱 제품군(Family of Apps) 사업과 리얼리티 

랩(Reality Labs) 사업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 수익이고, 

이는 ‘맞춤형 광고’를 통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피신고인은 앱 제품군(Family of Apps)은 “마케팅 담당자에게 광고 

게재위치를 판매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합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광고는 

“당사 플랫폼의 광고를 통해 마케터는 연령, 성별, 위치, 관심사 및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Facebook, Instagram, Messenger, 타사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광고를 구매합니다.”(2021 년 사업보고서, 7 페이지) 

라고 하여, 맞춤형 광고라고 설명합니다.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5.ex.2-WhyWeShare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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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광고에서 거의 모든 수익을 창출합니다. 마케터 감소 또는 마케터의 

지출 감소는 우리 비즈니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의 모든 수익은 현재 Facebook 및 Instagram 에서 제 3 자 광고를 통해 

발생합니다. (중략) 우리는 사용자 데이터 관행에 대한 변경 사항을 구현했으며 

계속 구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일부는 광고를 효과적으로 

타겟팅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이는 당사의 광고 사업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케팅 

담당자에게 적절한 투자 수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광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 및 재정적 결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의 설명대로 피신고인은 수익의 대부분을 맞춤형 광고를 통한 

수익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신고인의 2020 년 전체 수익 중 

98%가 광고 수익이었습니다.  

 

 

[위 도표는 블룸버그 기사(2022. 2. 3.)에 포함됨.] 

 

나.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피신고인의 수익은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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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의 수익의 대부분이 맞춤형 광고로부터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피신고인에게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수익을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실제로 피신고인은 이 점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2021 년 사업보고서에서 피신고인 사업의 위험요소로 “광고 

타겟팅 및 측정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 신호)의 가용성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정보의 감소는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GDPR 이나, ePrivacy Directive, CCPA 등의 법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행사로 타겟 마케팅에 대한 제어를 행사하는 사용자가 증가하여,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에게 관련성 있고 효과적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가 

운영하지 않는 웹사이트 및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활동의 정보(데이터 신호)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광고 수익은 이러한 정보(신호)를 통합하는 타겟팅 및 측정 

도구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정보(신호)를 사용하는 능력의 변화는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GDPR, ePrivacy Directive 및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와 같은 입법 및 규제의 발전은 광고 제품에서 

이러한 정보(신호)를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GDPR 을 채택한 후 유럽에서 특정 유형의 광고 

타겟팅을 제어하기로 선택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ePrivacy Directive 준수의 일환으로 특정 제 3 자 데이터에 대한 제어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CCPA 채택 후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데이터 신호) 사용을 제한하는 제품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관할 구역 또는 기타 관할 구역의 규제 지침 또는 결정 

또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향후 이러한 정보(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제품을 추가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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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pple 및 Google 과 같은 모바일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제공업체는 

제품 변경을 구현하거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광고를 타겟팅하고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신호)를 수집 및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 년 Apple 은 iOS 운영 체제 변경과 

관련하여 제품 및 데이터 사용 정책을 일부 변경하여 당사 및 기타 iOS 

개발자의 광고 타겟팅 및 측정 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케팅 담당자가 우리와 다른 광고 플랫폼에 기꺼이 

투입할 예산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당사는 

GDPR 에 맞춰 구현한 Off-Facebook 활동 도구 및 전 세계를 포함하여 당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기타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데이터 신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변경 사항을 

구현했으며 계속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 플랫폼에서 광고의 

효과를 타겟팅하고 측정하는 능력을 제한했고 광고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2021 년 하반기의 광고 수익은 iOS 변경과 관련된 

타겟팅 및 측정 문제에 대한 마케터의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가 효과가 발생하여 이러한 개발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 

당사의 타겟팅 및 측정 기능이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향후 광고 수익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 수익의 상당 부분은 모바일 장치 광고에서 발생합니다. (중략) 광고를 

전달, 타겟팅 또는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품 배포 또는 광고 

전달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면 제품 사용 및 모바일 장치에서의 수익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le 은 이전에 타사 쿠키의 

사용을 제한하는 Safari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출시했는데, 이 업데이트는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제공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광고를 타겟팅하고 측정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iOS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Google 이나 

기타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유사한 변경으로 인해 광고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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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팅 및 측정하고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능력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피신청은은 자신들의 맞춤형 광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의 저명한 조사기관(PEW Research)이 2019년에 밝힌 바에 의하면 심지어 페

이스북 이용자의 74%는 페이스북에 광고주를 위해서 자신을 관심사에 따라서 분

류하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던 이용자는 단

지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51%는 그와 같은 분류에 불편함을 느꼈고, 27%는 

그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Facebook 

Algorithms and Personal Data 조사).1  

 

1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9/01/16/facebook-algorithms-and-personal-

data/pi_2019-01-16_facebook-algorithms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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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Algorithms and Personal Data 조사 결과] 

이와 같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알리지 않

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면 알수록 자신의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를 위해 수집,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라. 맞춤형 광고의 전달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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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는 제 3 자 쿠키, 광고 중개 기술 등이 개발, 발전하면서 

2010 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확산된 것인데, 단순한 광고 전달이 아닌 이용자의 

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해당 이용자를 표적으로 하는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전달 후의 후속 행동까지도 추적하여 광고의 실적을 평가(측정, 평가라고 

합니다)하는 등 일련의 절차로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맞춤형 광고는 매우 복잡한 실시간 경매 방식 등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서 다수의 중개자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입찰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게재 프로세스, Nagle - CC BY-SA 4.0 

 

이를 광고 산업의 흐름 단계로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이 광고 매체측의 

관여자와 광고주측의 관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User:Nagl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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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에 대한 맞춤형 광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i) 특정인의 웹 사이트 

콘텐츠 이용이나 앱 이용(광고 공간 발생) → (ii) 특정인에 대한 맞춤 광고 입찰 

요청(공급측) → (iii) 광고주의 광고 입찰(수요측)과 → (iv) 낙찰자 결정(거래소) 

→ (v) 광고 집행 → (vi) 광고 노출 후의 후속 행위 평가(클릭, 구매, 

재방문시의 리타겟팅 등)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광고주(광고를 집행하는 중개인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해 

제공되고, 그 대가로 광고주는 일반 광고보다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즉, 광고의 대가에는 개인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수수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정보의 ‘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판매’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 또는 제 3 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가치의 대가로 판매, 

임대, 발표, 공개, 배포, 제공, 양도,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이나 기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Code §1798 .140 (t)(1)).  

 

실제로, 특정인에 대하여 광고 공간이 발생할 경우(웹 사이트 콘텐츠 

이용이나, 앱 이용), 특정인에 대한 맞춤 광고를 할 것을 광고주들에게 

입찰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때 해당 개인에 대한 상세한 특성 데이터가 

업체들에게 뿌려집니다(개인정보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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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광고 입찰을 요청하는 정보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정인의 

ID 는 물론이고, 특정인의 성별, 연령, 특정인이 읽고 있거나 보고 있는 내용, 

특정인의 위치, 특정인이 사용하는 기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수 없이 많은 광고 중개자에게 방송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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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광고주(광고 중개 업체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축적해 놓고 있는 

데이터 관리업체(Data Management Platform DMP)라고 불리는 업체들로부터 

이들이 추가로 축적해 놓은 해당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추가로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광고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모든 

업체들에게로 방송(전달)되는데, 한 번 방송(전달)된 정보의 후속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 ‘맞춤형 광고의 실시간 경매 과정에 대한 분석 보고서’(2022. 5.)를 통해서 

밝혀진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 위법한 개인정보 유통 

 

아일랜드 시민자유 위원회(ICCL)는 2022. 5. 16. ‘최대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The Biggest Data Breach)이라는 이름으로 맞춤형 광고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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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에서의 맞춤형 광고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인데, 맞춤형 광고를 위한 실시간 경매가 바로 개인정보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그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맞춤형 광고를 위한 실시간 경매는 미국과 유럽에서만 

1 년에 178 조회씩이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일 2,940 억회, 

유럽에서 1,970 억회 이루어진 것이며, 매일 한 개인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747 회씩, 유럽의 경우 376 회씩 온라인 활동과 위치정보, 고유 ID, 개인의 특성 

등의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관여하는 업체들에게 제공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입니다. 제공된 업체들의 수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매의 경우 

4,698 개 회사, 유럽에서 이루어진 경매의 경우 1,058 개 회사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주의 주민의 경우 매일 987회씩이나 자신의 활동내역이 

전세계에 4,698 개의 회사에 공개되며 팔려 나가는 셈입니다. 1 년이면 한 개인에 

대하여 360,255 가지의 활동내역이 전세계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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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3 페이지] 

 

바. 피신고인의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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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는 이처럼 매우 복잡한 단계의 관여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단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점은 피신고인이 ‘맞춤형 광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피신고인의 ‘페이스북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광고주, Audience Network 퍼블리셔 및 

퍼블리셔의 비즈니스 파트너, Meta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파트너, 측정 및 

마케팅 벤더, 서비스 제공업체를 열거하고, 이들에게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가 제공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원님이 저희에게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한 회원님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와 같이 그 자체로 회원님에게 연락하는 

데 이용되거나 회원님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러한 광고주 및 광고주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의 

동의가 없으면 회원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는 전달되지 않지만,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의가 없어도 광고주,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 오디언스 네트워크 퍼블리셔 및 

퍼블리셔의 비즈니스 파트너, 마케팅 벤더 등에게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본 것처럼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는 개인별 ID 와 기기특정 

정보가 방송되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가 없더라도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고유하게 특정하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한편, 피신고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항목에서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제 3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전세계 각국으로 무려 288 개에 

이르렀습니다.  

 

[피신고인이 제 3 자 위탁 업체로 공개한 288 개 업체 중 일부]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4.ex.8-WhenYouMightGive&subpage=4.subpage.2-AdvertisersAndAudienceNetwork


41 

 

이름 이전받는 

자의 

이용목적 

소재 

국가 

이전 일시 및 방법 

729 SOLUTIONS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미국 필요시 수시로 전송: 

Facebook 제품, 기능, 

서비스, 도구 또는 

대시보드 내에서만 정보 

공유 

90 SECONDS 

INTERNATIONAL 

PTE LTD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싱가포르 필요시 수시로 전송: 

계약상 명시된 바에 따른 

전송 

AB180 INC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필요시 서비스 수시로 

전송: 

Facebook 보유 공개 API 

ACCENTURE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거래 완료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일랜드 필요시 수시로 전송: 

Facebook 제품, 기능, 

서비스, 도구 또는 

대시보드 내에서만 정보 

공유, 제 3 자의 Facebook 

내부 도구, 시스템, 

기기로의 통합 또는 접근, 

제 3 자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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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결성 및 

보안 강화 

Facebook 보유 공개 API, 

전자 파일 전송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 

파일, 이메일, 계약상 

명시된 바에 따른 전송 

ACROSS THE POND 

LONDON LIMITED 

저희 제품의 

제공, 

맞춤화, 

개선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영국 필요시 수시로 전송: 

이메일 

ACTIVEFENCE INC 안전, 

무결성 및 

보안 강화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이스라엘 필요시 수시로 전송: 

Facebook 보유 

기능/파트너 API/프라이빗 

API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 

파일 

전자 파일 전송 

이메일 

AFRICA DDB BRASIL 

PUBLICIDADE LTDA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브라질 필요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수시로 

전송: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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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PRACTICE 

KENYA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케냐 필요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수시로 

전송: 

계약상 명시된 바에 따른 

전송 

AGENCE FRANCE 

PRESSE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프랑스 필요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수시로 

전송: 

계약상 명시된 바에 따른 

전송 

Aggad Consulting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저희 제품의 

제공, 

맞춤화, 

개선 

네덜란드 필요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수시로 

전송: 

이메일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 

파일 

Facebook 보유 

기능/파트너 API/프라이빗 

API 

AIM ACADEMY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베트남 필요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수시로 

전송: 

이메일 

 

사. 특히 페이스북은 제 3 자로부터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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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은 특히 “제 3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주된 수익의 원천”이라는 점을 사업보고서에서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에게 관련성 있고 효과적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가 

운영하지 않는 웹사이트 및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활동의 정보(데이터 신호)에 

의존합니다.” 

 

피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광고 수익이 이러한 제 3 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신호)를 통합하는 타겟팅 및 측정 도구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제 3 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가 적어지면 지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GDPR, ePrivacy Directive 및 CCPA 와 같은 입법 및 규제의 진전은 

수익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GDPR 을 채택한 후 유럽에서 특정 

유형의 광고 타겟팅을 제어하기로 선택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ePrivacy Directive 준수의 일환으로 특정 제 3 자 데이터에 

대한 제어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8 년에 시행된,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959,000 개의 앱에 대한 연구(2018, Third Party Tracking in the Mobile 

Ecosystem”, Reuben Binns 등,  https://arxiv.org/abs/1804.03603)에 의하면, 

Facebook 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959,000 개의 앱 중 42% 

이상에 추적기를 설치하여 정보를 취합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제 3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입니다. 

 

https://arxiv.org/abs/1804.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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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 만개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가는 제 3 자 순위와 비율 

실제로 피신고인은 이를 제 3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를 통합 파트너, 벤더 

및 제 3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예를 들어서 통합 파트너가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자체 약관과 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합 파트너에게는 페이스북의 정보가 제공되고,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맞춤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벤더 및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저희가 수집 또는 제공받는 정보의 유형 

저희는 파트너, 측정 벤더 및 제 3 자로부터 저희 제품 안팎에서 발생하는 

회원님의 다양한 정보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습니다. 

회원님에 관해 저희가 제공받는 정보의 예시입니다. 

• 회원님의 기기 정보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37-OurPartnersBusinessesAnd&subpage=1.subpage.4-InformationFromPartnersVendors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subpage=4.subpage.10-MeasurementAndMarketingVendors&dialog_back=1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40-ThirdPartiesWeGet&subpage=1.subpage.4-InformationFromPartnersVen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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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와 쿠키 데이터(예: 소셜 플러그인 또는 

Meta 픽셀을 통해) 

• 회원님이 사용하는 앱 

• 회원님이 플레이하는 게임 

• 회원님의 구매 및 거래 

• 회원님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예: 학력) 

• 회원님이 조회한 광고 및 상호작용 방식 

• 회원님이 저희 파트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파트너는 또한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쿠키, 광고 기기 ID 와 같은 정보를 

저희에게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회원님이 계정을 보유하는 경우) 

회원님의 활동과 회원님의 계정을 매칭합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저희 제품 로그인 여부나 저희 제품의 계정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파트너는 또한 자신의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에게 지시하는 

경우(예: 커뮤니케이션 관리 지원) 회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희와 

공유합니다. 비즈니스에서 회원님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비즈니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어보거나 직접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요건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요건(제 15 조 ~ 

제19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 등을 규정하고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annotations%5b0%5d=1.ex.17-CookiesCookiesAreSmall&subpage=1.subpage.4-InformationFromPartnersVen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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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각 규정을 해석할 때는 제 3 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3 조의 원칙들은 ‘목적의 명확성’(제 3 조, 제 22 조), 

‘최소수집의 원칙’(제 3 조, 제 16 조, 제 22 조, 제 39 조의 3) 등과 같이 각 개별 

규정에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i)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처리(동의에 의한 처리, 제 39 조의 3 제 1 항)와, (ii) 동의가 필요 없는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계약 이행 처리)(제 39 조의 3 제 2 항)입니다.  

 

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 적법하기 위한 동의의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3 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하기 위한 적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동의(제 1 항)에 의한 처리가 적법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고지의 명확성, 제 39 조의 3, 제 1 항, 제 22 조).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소위 ‘informed consent’)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고지햐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등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 22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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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 22 조 제 4 항). 이는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사항’(제 39 조의 3 제 2 항)으로 보기 보다는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셋째, 동의가 적법하려면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위해서 동의를 받을 때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필수 동의)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선택 동의)를 구분해서 알리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정보에 입각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 22 조 제 3 항)(필수, 선택 구분).  

 

넷째, 묶음 동의(bundle consent)를 금지하여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묶음 동의 금지).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 39 조의 3 제 3 항).  

 

이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최소 제공으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선택권이 보장되어야만 동의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질적 기능인 필수 서비스(필수 개인정보)와 부가 서비스(부가 

개인정보)를 묶어 놓고, 부가 서비스(부가 개인정보)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기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요하는 

‘묶음 동의’를 받고 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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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아래는 적법한 동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설사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위법한 동의, 무효인 동의로 볼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무효인 동의의 예 

(i) 동의를 받을 때 목적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동의 

(ii) 광고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는 경우 

(iii)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필수 개인정보라고 속이고 받는 동의 

(iv) 본질적 기능이 아닌 부가 서비스를 위한 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선택권을 배제한 묶음 동의 

 

그런데, 피신고인의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동의는 위의 3 가지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동의는 무효입니다. 

 

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 

동의 불필요 

 

(1) 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3 제 2 항과 제 3 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제 39 조의 3 제 2 항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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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제 39 조의 3 

제 3 항)고 하여, 이용자가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취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권리’(이용자의 동의 선택권)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GDPR 제 6 조 제 1 항 (b)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해석 

가이드라인도 맞춤형 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GDPR 은 적법한 처리(Lawfulness of processing)의 요건 중 하나로 

“정보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GDPR 6(1)(b))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개인정보 보호 이사회(EDPB)는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계약 

이행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봅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의 

개념은 단순히 계약 조항에 의해 허용되거나, 기재된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필요성’의 개념은 

유럽연합 법제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며, 데이터 보호법의 목적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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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입니다.16 그래서 여기에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본권,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본 권리, 특히 공정성 원칙을 

비롯한 데이터 보호 원칙의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고 합니다.17  

 

무엇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추구된 목표를 위한 처리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옵션에 비해 방해가 덜한지 여부"에 대한 제반 

사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18 현실적이고 덜 방해가 되는 

대안이 있는 경우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19  

 

필요성 평가와 목적 제한 원칙 준수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해당 계약의 정확한 근거, 즉 계약의 핵심과 근본적인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계약의 핵심과 근본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 광고와 쿠키에 대한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조건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제 6 조(1)(b)항의 의미 내에서 컨트롤러가 계약 이행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개인 데이터 범주 또는 처리 작업 유형’으로 계약을 인위적으로 

확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컨트롤러는 처리의 필요성을 근본적이고, 상호간에 이해되는 계약의 

목적을 참조하여,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컨트롤러의 관점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인 정보 주체의 관점과 해당 처리 없이 계약이 

여전히 '이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컨트롤러는 계약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 

목적에 대한 진정한 상호 이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균 데이터 주체의 

관점을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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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b)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질문이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 계약의 정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과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 계약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 계약 당사자의 상호 관점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 데이터 주체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하거나 광고합니까?  

• 서비스의 일반 사용자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당사자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처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의 맥락에서 처리 목적은 컨트롤러의 목적 제한 

및 투명성 의무에 따라 명확하게 지정되고 데이터 주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에서 데이터 처리를 단순히 참조하거나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처리를 6(1)(b)조의 범위 내로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컨트롤러는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컨트롤러가 데이터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처리가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처리가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처리 활동이 계약서의 작은 글씨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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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셜 미디어 제공자와 관련하여 온라인 광고가 서비스 제공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GDPR 제 6 조 (1)b 항을 온라인 

광고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라. 계약을 통해 ‘필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동의 방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법 제 39 조의 3, 제 3 항) 외의 추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법 제 39 조의 3 제 1 항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동의의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그 동의는 (i) 필수 정보와 별도로 선택 정보임을 표시하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ii) 이용자가 선택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필수 정보만으로 본질적인 기능을 제공받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도 

밝히고, (iii) 묶음 동의가 아닌 분할 동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iii) 선택 정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보 처리의 목적, 처리 

항목, 제 3 자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제 3 자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사

전 동의를 받지 않고 맞춤형 광고, 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개인정보 활용, 메타 Companies와의 정보공유를 위해 처리하는 것은 위법

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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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메타 Companies 와의 

정보공유를 필수 서비스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떤 서비스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볼 것인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볼 

것인지는 (i)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특징, (ii)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iii)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들의 공유된 인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맞춤형 광고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필수 

서비스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피신고인도 페이스북 서비스를 가족, 친지, 같은 

관심 그룹의 소통과 관계 맺기를 돕는 서비스로 알려 왔습니다  

 

피신고인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가족과 친구,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그룹, Watch, 

Marketplace 같은 편리한 기능을 통해 가족 및 친구와 간편하게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피신고인이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Facebook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삶의 순간을 공유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토론하고, 관계를 육성 및 구축하고, 관심사를 발견 및 연결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뉴스피드, 스토리, 그룹, 시계, 마켓플레이스, 릴, 

데이트 등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나를 나답게 나타내기’,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과 

함께’, ‘나만의 뉴스 피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나만의 사진과 동영상 

공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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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신고인은 페이스북 서비스 소개에서 소통과 관계를 맺는 것을 

필수적인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 ‘맞춤형 광고’(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메타 Companies 와의 정보공유)를 필수 

기능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광고가 서비스 제공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나,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페이스북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광고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메타 

Companies 와의 정보공유)하는 것을 필수로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피신고인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피신

고인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맞춤형 광고에 동의해야만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적법한 동의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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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신고인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정보로,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된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피신고인이 이용자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게시하고 있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아래와 같이 “저희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회원님은 저희가 회원님 및 회원님의 관심사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페이스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필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적법한 동의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서비스 약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는 회원님에게 Facebook 또는 기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비즈니스와 단체 및 다른 사람이 저희에게 그들의 제품 및 서비스 광고를 

회원님에게 보여드리도록 비용을 지불합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회원님은 저희가 회원님 및 회원님의 관심사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님에게 보여드릴 맞춤형 광고를 결정합니다. 

 

둘째, 피신고인은 이 소개에서 ‘맞춤형 광고(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메타 Companies 와의 정보공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속이고, ‘이용자는 맞춤형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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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도 

적법한 동의 절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으며, 회원님이 

구체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회원님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광고주는 

저희에게 광고 타게팅 대상과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저희는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해당 광고를 노출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광고주의 

콘텐츠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광고 

성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맞춤형 광고가 Meta 제품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제 2 조를 참조하세요. 

 

저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저희가 회원님에게 보여드릴 광고를 결정하고 

아래 설명된 기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원님은 또한 해당 Meta 제품의 

설정 페이지에서 저희가 회원님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해 회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개 범위 설정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광고는 광고 수익성이 다른 광고 방법보다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맞춤형 광고가 유료 수익화의 유일한 방안도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문맥 광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광고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집약적으로 축적, 분석하여 활용하는 맞춤형 광고가 아닌 ‘맥락 

광고(context advertisement)’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맥락 광고는 개인정보의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 광고입니다. 따라서 ‘맞춤형 광고’를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about/privacy/update
https://www.facebook.com/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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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실제로 다른 소셜네트워크나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맞춤형 광고’ (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메타 Companies 와의 정보공유)를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필수 기능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맞춤형 광고(측정, 분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메타 

Companies 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3 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적법한 동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고인의 경우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고지의 명확성, 제 39 조의 3, 제 1 항, 제 22 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소위 ‘informed consent’)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고지햐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등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 22 조 제 1 항).  

 

둘째,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 22 조 제 4 항). 이는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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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제 39 조의 3 제 2 항)으로 보기 보다는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셋째, 동의가 적법하려면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위해서 동의를 받을 때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필수 동의)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선택 동의)를 구분해서 알리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정보에 입각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 22 조 제 3 항)(필수, 선택 구분).  

 

넷째, 묶음 동의(bundle consent)를 금지하여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묶음 동의 금지).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 39 조의 3 제 3 항).  

 

이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최소 제공으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선택권이 보장되어야만 동의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질적 기능인 필수 서비스(필수 개인정보)와 부가 서비스(부가 

개인정보)를 묶어 놓고, 부가 서비스(부가 개인정보)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기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요하는 

‘묶음 동의’를 받고 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아래는 적법한 동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설사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위법한 동의, 무효인 동의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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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무효인 동의의 예 

(i) 동의를 받을 때 목적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동의 

(ii) 광고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는 경우 

(iii)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필수 개인정보라고 속이고 받는 동의 

(iv) 본질적 기능이 아닌 부가 서비스를 위한 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선택권을 배제한 묶음 동의 

 

그런데, 피신고인의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동의는 위의 3 가지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동의는 무효입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피신고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

인 시정조치를 명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