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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o 착용형 기기의 이용 확산

- “구글 안경”(Google Glass), “스마트 워치”(smart

watch) 등을 중심으로 ”착용형 기기“(wearable

device)의 개발 및 보급이 확산되고 있음  

- “착용형 기기”는 손목시계, 안경 등과 유사․

동일하게 몸에 부착하여 상시 이용이 가능한

기기로서, “사용자 신체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

기기”로 정의되기도 함1)

- 미국 시장조사업체 국제정보기업(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은 착용형 기기를

① 팔찌형·부착형 운동량 측정기 등 콤플렉스

액세서리, ② 스마트 손목시계 등 스마트 

액세서리, ③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 

웨어러블로 구분하고,

․이들 착용형 기기 출하량은 2012년에는 

150만대, 2013년에는 20만대였으며,

2014년에는 1920만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8.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2)

* 이 글을 작성하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고, 특히 정확성을 담보

하는데 도움을 주신 최경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 http://webzine.nrf.re.kr/nrf_1406/know/know_4.php.

2) IDC, Worldwide Wearable Computing Device 2014–2018

Forecast and Analysis (2014. 03), recited at

http://www.yonhapnews.co.kr/it/2014/04/09/2405000000AKR20

140409064051017.HTML, http://www.wbay.com/story/25212515/

- 특히, 건강관리 차원이 아닌 치료분야에서도

“착용형 기기”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알약 및 이식칩의 형태로도 개발․

이용되고 있음3)

o 착용형 기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

 - “착용형 기기”는 장소,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정보, 그 외 개인정보 등 각종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고,

 - 특히 건강․의료 관련 “착용형 기기”는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수집․생성함

- “착용형 기기”의 이용에 따른 편리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수집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지적

되고 있음4)

o 이에 “착용형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해외에서의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착용형 기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특히 착용형 기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면서 타인의 사

생활 또는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높은

영상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worldwide-wearable-computing-device-2014-2018-forecast-and-

analysis.

3) http://webzine.nrf.re.kr/nrf_1406/know/know_4.php.

4) http://www.youtube.com/watch?v=unEa70g0eco.



품명 형태 주요 기능

헬스온 샤인

(Health-On 

Shine)5)

․스마트폰에 기록된 걸음 수로 데이터  

생성

․서울대 의대 의료진이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한 운동량과 식사량 정보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 제공

․전용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

삼성전자

기어라이브6)

․구글 나우(Google NOW), 구글 

보이스(Google Voice) 등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에 최적화됨

․심박 센서로 실시간으로 심박 정보 

확인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뉴스․쇼핑 등 정보 확인 

․‘오케이 구글(OK Google)’ 명령어로 

알람 설정, 일정 관리 등 가능

LG전자 

G워치7)

․음성인식 기반의 ‘구글 나우’ 

서비스 제공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 

및 시간대별로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8)

구글

안경9)

․음성 인식(사진촬영, 메시지 발신)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

․보는 것을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

․바로 정면의 ‘가는 길’, 거리, 도착 

시간을 보여 줌

․통역

․구글 글래스 하드웨어를 장착할 수 

있는 안경테 제작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자도 구글 글래스 착용 가능

<착용형 기기의 예>

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5/201312250

1168.html.

6) 기어라이브는 ‘14.6.25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정식

판매 시작, http://samsungtomorrow.com/.

7) G워치는 ‘14.7.8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정식판매

시작, http://www.lge.co.kr/lgekr/company/news/LgeFrontNews

DetailCmd.laf?mncode=NEWS&actcode=LGE_NEWS&catcode

=N02&seq=17183.

8)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7/07/14754791.html?

cloc=olink|article|default.

9) http://www.google.com/glass/start/.

2. 해외 동향 
□ 미국의 동향

(1) 구글 안경 착용자 폭행 사건10)

o 샌 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거주하는 

Sarah Slocum(‘I Love Social Media’ 컨설팅

회사 설립자)은 구글 안경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Haight Street에 있는 Molotov’s

주점에서 언어 및 신체 폭행을 당함

- 폭행을 한 자들은 Slocum의 구글 안경을 

벗기고 사람들에게 Slocum과 같은 자들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함

- Slocum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함

(2) 미국 상원의원 Patrick J. Leathy이 구글에

보낸 서한 

o 미국 상원의원 Patrick J. Leathy는 구글에 

서한11)을 보내 구글 안경의 “NameTag”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 App)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함(‘14. 02. 05)

    ※ “NameTag”은 사진을 무선으로 서버로 전송하여 

인터넷상의 수백만건의 기록과 이를 비교한 후 

해당 사진과 일치하는 소셜미디어 상의 프로필, 

이름, 사진 결과를 알려줌 

- 상원의원은 “NameTag”이 개인의 이름,

사진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NameTag” 으로 특정인을 식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상의 범위를  “NameTag”

1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2/26/0608000

000AKR20140226075100009.HTML; http://www.cnbc.com/

id/101449076.

11) http://www.franken.senate.gov/files/letter/140205NameTag

Letter.pdf.



사용에 동의한 자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또한 홍체인식(iris scan) 및 지문인식과 

달리 얼굴인식은 식별되는 자가 인식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식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 거리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함

(3) 구글 안경 체험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o 구글 안경을 체험한 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이하, “전문가”)는 ‘자신의 이웃 

또는 자신이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자들’이

안경을 통해 그들의 영상이 촬영되거나 

촬영된 영상이 다른 자들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윤리적 혼란을 느꼈음을

밝힘12)(‘14. 02. 25)

- 이에, 전문가는 구글 안경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수립

하였는데, 이를 통해 구글 안경과 관련한 

그의 고민을 알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 방침>

착용 기술(wearable technology : 구글 안경)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투명하게 할 것

착용한 것과 이의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두로 고지할 것

접근하는 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것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할 것

개인 또는 업체(businesses)의 프라이버시 요구

사항(영상의 삭제 등)을 존중할 것

12) https://www.privacyassociation.org/publications/a_privacy_

pro_takes_a_test_drive_with_google_glass.

□ 영국의 동향

(1) 정보보호위원의 견해13)

o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Data Protection

Act)은 ‘가정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do-

mestic purposes) 개인이 착용형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o 착용형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 적용을 받게 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이 개인적․
가사(가정) 목적으로만(여가목적 포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원칙 및 정보보호법 

제2부(part) 및 제3부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2) CCTV 지침 개정 초안

o 영국 정보위원회 사무국(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이 공개한 

“CCTV 지침 개정(안)”은14) “발전하는 

기술 사례” (Examples of emerging

technologies) 항목을 신설하고,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 (Body worn 

video cameras)를 그 한 예로 다룸

o “CCTV 지침 개정(안)”은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제시함

- 사건이 발생하거나 지속되고 있을 때에만

기기가 작동하는지, 이 경우 계속적인 녹화와

음성 녹음이 정당한 지 여부

13) http://iconewsblog.wordpress.com/2014/06/26/wearable-tech

nology-the-future-of-privacy/.

14) http://ico.org.uk/about_us/consultations/closed_consultations.

CCTV 이행지침 개정 초안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 공개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다.



-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 의 정당성 

평가를 포함한 충분히 상세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 영상이 녹화된 해당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예) 기기를 착용한 자들의 유니폼에 영

상녹화사실을 알리는 신호(signage)가 

있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 웹사이트에서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촬영된 영상을 적절한 보안기술로 보호

하고 있는 지 여부

- 영상보관기간이 영상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인지 여부

- 영상을 제3자와 계속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정보공유협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 호주의 동향
o 호주 법제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는 2014년 보고서 “디지털 

시대에서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피해”(Serious

Invasions of Privacy in the Digital Era)의

“감시기기의 기술중립적 정의”부분에서  

“착용형 기기”를 다루고 있음 

o 보고서의 주요내용

- “감시기기법”(Surveillance Device Act)상 

음성녹음이 가능한 “착용형 기기”가 

‘listening device’로 분류가 되어온 예를 

고려할 때, 영상촬영이 가능한 “착용형 

기기” 또한 “영상감시기기”(optical surveillance

devices)15)로 구분될 수 있음16)

- 다만, “감시기기법”의 영상감시기기 관련 

모든 규정이 영상촬영이 가능한 “착용형 

기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감시기기

법”으로 착용형 기기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감시(surveillance)에 이르지 않는 “착용형

기기”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기기 사용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촬영된 움직임

(activity), 감시(monitoring)하거나 녹화한 

범위,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기기의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사용 환경에 따라 결정됨

15) 호주는 각 주 또는 영역별로 별도의 “감시기기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상감시기기는 “동작을 관찰

하거나 영상녹화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의미한다. 다만 시각

장애를 가진 자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경, 콘택트 렌즈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는 제외된다. 다만,

ACT, Queensland, SA, Tasmania의 감시기기법은 영상감시

기기는 규율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16)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Serious Invasions of

Privacy in the Digital Era”, Discussion Paper(2014), pp. 199～

200.



<금지행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국내 법령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 

⑴ 법 적용 가능성

o 개인정보 보호법 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함

o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닐지라도, 개인

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①)에 처해지게 됨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음) 공개된 

장소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설치․운영 가능 목적>

    ①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④ 교통단속,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을 허용함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및 유형>

･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
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 (유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폐쇄회로 카메라와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음성녹음 및 운영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⑵ 법 적용의 한계

o 착용형 기기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파기

등과 같은 ‘ 개인정보 보호법 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또한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되어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들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을 적용하여 기기의 이용

목적 및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어려움

o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되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벌칙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정보주체(기기의 촬영대상)를 충분히 보호

하기 곤란함



□ 민법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⑴ 법 적용 가능성

o 공개된 장소에서 착용형 기기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생활 및 초상권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착용형

기기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o 현재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o 또한 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건에서,

촬영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민법｣상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제750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
하여도 배상(제751조)

⑵ 법 적용의 한계

o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 이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가 착용형 

기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착용형 기기 이용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조차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더욱 문제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⑴ 법 적용 가능성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착용형 

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영상 등)가 “사

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됨

(제44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o 정보통신망에 일반인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44조의2제1항)

o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제44조의7제1항제1호·

제3호,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⑵ 법 적용의 한계

o 착용형기기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수집된 

타인의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은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의 처벌 대상이 됨

- 그러나 착용형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음

란물 촬영 및 배포

⑴ 법 적용 가능성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특례법 )은 촬영기기를 카

메라에 한정하지 않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착용형 기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o 정보주체의 승낙없이 착용형 기기를 이용하여

음란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경우,

성폭력 특례법 에 따라 촬영 및 배포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

(정보주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⑵ 법 적용의 한계

o 성폭력 특례법 의 입법목적상 모든 영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게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

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

영한 자(제14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제14조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사에 반한 음란물 촬영 및 이의 배포 등의 미

수범(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함

□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 촬영시 소리 

강제 발생 권고>

⑴ 표준 적용 가능성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TTA)에서 마련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TTAK.KO.06-00631/R1)17)은 휴대폰에 탑재된

카메라 사용시 다음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13. 03.)18)

1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http://www.tta.or.kr) “자료

마당-자료검색-표준”

18) TTA는 2004년에 카메라 촬영음 표준 (2004)를 제정하여

카메라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메라 이용시

강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촬영음이 발생하게 하도록 제조

업체에 권고하였다. 이후 스마트 폰 관련 기술 발달로 '무음

카메라 앱'이 개발되고, 이를 도촬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기존 카메라 촬영음 표준 을 폐지하고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을 마련하였다.

http://www.tta.or.kr/news/certify_view.jsp?notice_num=2883.



o 휴대폰 자체가 무음인 상태에서도 

‘60dBA ~ 68dBA’ 사이의 촬영음을 

발생하게 함

o 무음 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리

보기 동작 시'에도 특정음을 재생하게 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의 파일 저장 시'에도 

촬영음을 발생하게 하는 방안 권고

   ※ 단,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음 허용

⑵ 표준 적용의 한계

o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은 휴대폰 

카메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착용형 기기’에까지 적용되지 않음

4. 법제 개선 사항
o 현재 국내법상 착용형 기기의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또는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해야 함

- 또는 착용형 기기로 수집된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착용형 기기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o 착용형 기기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개인

정보를 웹(정보통신망)에 올리는 등 다른 

사람들과 즉시 공유가 가능하므로, 착용형

기기를 이용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이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반드시 사생활․초상권 침해 또는 

음란물에는 이르지 않는 영상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여가활동 등 사적인 활동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해 보임

- 특히 촬영대상인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거나

촬영되고 있다는 인지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영상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기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기 이용기준의 예>

･ 영상 등 개인정보 수집시, 일정 거리(개인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의 거리) 내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불빛 표시

･ 기기 이용 App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제공 등) 하는 경우, App 이용에 동의한 

자로 그 대상범위 한정

 - 단,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여 

기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o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가 착용형

기기의 유용성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안전한 착용형 기기의 이용환경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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