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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간 협력방안 논의
- 아시아 국가 중심의 모범사례 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부대행사 개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지난
까지 알바니아에서 개최된 ‘제
(ICDPPC)’

일(월)부터

21

일(목)

24

차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제회의

41

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와 회

원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

일(금)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제회의(ICDPPC):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로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 올해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참고]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디지털사회에서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사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감독기구 협력방안 등

5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국가·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감독기구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정보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KISA

아시아 국가 한국 홍콩 필리핀 등 개국 의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
(

,

,

3

)

안을 논의하는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KISA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에 정

“

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며,
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

“KISA

한 개인정보 보호·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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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PPC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제회의) 개요

참고

□ 개요

o

명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제회의
of

Data

Protection

&

Privacy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issioners)

※ 회의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공식명칭을 기존 ICDPPC에서
GPA(Global Privacy Assembly)로 변경하고 신규 로고 채택(41차 정례회
의), 42차부터 적용 예정

o

연혁:

년(독일 본, 제1차 회의) 부터 연

1979

회 개최

1

※ 70년 중반,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간 정보교류를 위한 정례회의로
시작되어 ’01년부터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협의체 성격으로 변화
※ 41차 개최국 : 티라나/알바니아, 42차 개최 예정국 : 멕시코 시티/ 멕시코

o

회원: 총 74개국* 113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세계 최대 규모)

o

역할: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기관, 정부 관계자, 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
에 대한 논의 및 결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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