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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
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
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아동식별,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Abstract  As children's participation in online activities has recently increased, online services for 
children are also rapidly increasing, but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ir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issue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issues  
in Korea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application services mainly used by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problem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using the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content analysis, 1) issues 
of child identification, 2) effectiveness of notice and consent, and 3) issues of children's rights as 
subjects of information were deriv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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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에
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되어져야”하며,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
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
는 존재이다[1]. 이러한 아동보호에 관한 원칙은 온라인 
환경에서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즉, 온라인서비스를 이
용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아동은 사회 각 구성원들로부
터 아동의 최선이 이익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과 같은 법
제를 인터넷 상용화 초기인 1998년에 제정하였다. 영국
은 ICO를 통해 온라인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할 것을 강조하며 아동의 연령별 발달단계를 온라인 서
비스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한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licationropriate design code)’을 발표하였다. 이
러한 제도적 노력은 개인정보 맥락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미래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는 함의를 지
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
도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 아동은 개인
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 권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역량의 한계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아동
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
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2]. 또한,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3, 4]. 

그러나 최근 온라인 개인정보 맥락에서 아동과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
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
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는 이용자가 아
동이라는 것을 식별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경
우 만 14세 이하 아동임을 식별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의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 
및 철회, 열람, 오류정정 등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
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패밀리 계정과 같
은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국내법은 아동의 위치정보에 대한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받는 방식
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5].

그러나 익명성이 강조되는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는 비
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이나 연
령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게임의 경우 비로그인 상태에
서 닉네임을 입력한 후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거나, 
거짓 정보로 회원가입을 쉽게 하고 온라인 활동을 할 수
도 있다. 

또한 현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용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형
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활용 내용의 
고지 및 동의의 절차 역시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아동을 
비롯한 법정대리인까지도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이 정보주
체로서 마땅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익이 올바르게 지켜지
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를 통해 실질적인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
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을 근거로 국내 아동 개인
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이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

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아동의 앱 이용 활동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구조
화하였다(Table 1).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국내 
법과 영국의 ICO연령적합설계, 미국의 COPPA법 등을 
검토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
슈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범위와 원칙, 권리의 차원으로 
구성하여 아동식별이슈와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에 관
련한 이슈, 아동의 권익 보호에 있어 크게 3가지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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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할 수 있었다.

2.1 아동식별의 이슈
2.1.1 연령확인 절차의 부재
아동은 스스로 개인정보 및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

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법은 만 14
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제4조 6의 2)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한다[7]. 그러나 실제로 아동이 이용
하는 앱 서비스들 가운데, 앱 다운로드 후 별도의 연령 확인
이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아이디, 비밀
번호,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 후 별도의 연령 확인
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없이 회원가입이 이루어졌
다. 비로그인 상태에서 닉네임을 입력한 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임 앱의 경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
다. 또한 웹사이트로 연동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살펴본 
결과, IP주소 및 모바일 장치 식별자, 쿠키 및 유사 기술
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위치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자
동으로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2.1.2 허위정보를 통한 가입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

이 앱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4]. 그러나 실제로 아동이 이용하는 앱 
서비스들 가운데, 앱 다운로드 후 별도의 정확한 연령 확
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통한 회원가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로 쉽
게 회원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Fig. 1. Privacy Policy of Game Application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
하는 앱에서 해당 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자 회원가입 절차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셜네
트워크서비스 앱은 회원가입을 전제로 앱 활동이 시작되
며, 일정 연령 이상(만 12세∼14세)으로 이용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앱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확인 절차가 
없었다.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 방
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보다 쉬운 이메일 방식으로 가
입을 시도한 결과 이메일을 통한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단순히 입력만해도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이메일 인증 절차가 따로 없다보니 허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령 제한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앱에서는 회원가입 절차 중에 생년월일을 입력하
는 단계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허위로 성인의 나이로 가입을 시도해본 결과, 
아동용 이메일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최근 SNS가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만 14세 이하의 아동
이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와 같이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Issues
Scope 1. Identify children effectively and 

practically
1-1. Non-login
1-2. Sign up process with using fake information

Principle 2. Consent to collecting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2-1. Comprehensive consent to collecting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2-2. Difference between consent and actual use
2-3. Difficulty to understand terms of use

Right 3. Protect children’s right and 
interest

3-1. Advertisement
3-2. Membership withdrawal & persistency

Table 1.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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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gn up process of SNS Application

Fig. 3. Sign up process with fake information

2.2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2.2.1 포괄적인 동의 절차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8].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앱 환경에
서는 비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짐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 경우가 많다. 

비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앱
의 경우, 나이를 선택하는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인은 사용자 계약과 EA 개인정보 및 쿠키 정책을 읽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으며(Fig. 4), 자세한 내
용은 별도의 창을 생성하여 확인해야한다. 

Fig. 4. Comprehensive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1

한편, 접근권한의 포괄적 동의 방식 사례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의 
접근에 대한 정보 이외에는 선택 접근권한으로 이용자의 
선택이 보장되어야하나, ‘일부 권한 필요’ 등 일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Fig. 5) 이용자의 통제권이 보장되
기 어려운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의 유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는 포괄적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형식적인 동의 절차
가 수행될 개연성이 더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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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rehensive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2

2.2.2 고지 및 동의와 실제 이용 시점의 차이
위치정보법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따르면, 위

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이 위치정보법은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
집 및 이용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
시하고 있으나, 비로그인 방식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앱 서비스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회원가입 절차에 따
라 이뤄지게 되는데, 해당 시점과 위치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많은 앱에서 위치정보 
사용 동의는 회원가입 및 법정대리인 동의 시점이 아닌, 
앱을 실행할 때에 별도의 팝업으로 동의를 받고 있기 때
문이다. 

ICO연령적합설계에서는 기본설정값을 해제로 두고, 
위치 추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아동에게 가시성 있는 
알람을 제공하며 사용 이후에는 비활성화된 값으로 돌아
가게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9, 10]. 

일부 앱에서는 ‘앱을 사용하는 동안/항상 허용/허용 
안함’의 3가지 방식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활
성화될 수 있는 선택을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앱에서 ‘허용함/허용안함’의 이분적인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Fig. 6). 실행 초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기본
설정값이 활성화 상태로 적용되며, 이후 위치정보 사용 동
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환경설정을 변
경해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Consent to Collecting and Use of Geolocation 
Information

2.2.3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와 방식
2018년에 신설된 망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2]. 또한 ICO 연령적합설계
에서는 ‘오디오/비디오/글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연령대
별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아동에게 제공, 부모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동에게 설
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9]. 그러나 
분석 대상의 앱 중, 대부분의 앱에서는 아동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마
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약관을 터치하면, 앱이 아닌 별도의 웹페이지가 생성되며 
게임 제작사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일부 앱의 경우 한글
을 지원하지만, 영어로 제공되는 경우들로 인해 아동 혹
은 부모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이해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Fig. 7).

Fig. 7. Terms of Use (Internation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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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앱에서는 가입 절차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관련하여 어린이용 개인정보보호 정
책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Fig. 8). 그러나 줄글 형식으
로 구성되어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이해의 수준이 상이
할 수 있다. 

Fig. 8. Terms of Use for Children

2.3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2.3.1 광고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

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1]. 아동은 광고
와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아동이 
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앱의 경우, 콘텐츠 자체가 아동
의 구매 욕구를 유발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장난감을 대
상으로 하거나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다. 특
히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아동
은 더 쉽게 판단력을 잃기 쉬울 것이다. 

유아용 앱의 경우, 아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영상 앱
이지만 콘텐츠 자체가 아동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캐
릭터관련 동영상이거나 장난감과 같은 소비상품인 경우
가 많았다(Fig. 9).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난감 등의 
광고는 아동의 소비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몇몇 유아용 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가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아니지
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광고 내용이 노출되면서 아동은 
혼란스럽거나 무비판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앱을 
실행해 콘텐츠를 이용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앱 
화면 전체에 자동차 렌트에 관한 광고가 등장하는 사례
도 있었다(Fig. 10). 일부 앱에서는 앱 화면 하단에 성인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앱을 광고하는 배너가 지속
적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Fig. 9. Advertisements and Contents for Children

Fig. 10. Advertisement for Adult on Child’s Application

2.3.2 정보의 지속성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2].

아동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앱을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앱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탈퇴시 앱을 이용
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개인정보정책에 명시되어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을 앱을 설치한 기기에서 삭제할 때는 반드시 회
원 탈퇴를 해야 사업자에서도 개인정보가 함께 지워진다
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동은 물론 아동의 
보호자(법정대리인)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의 경우 탈퇴하지 않게 되면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탈퇴에 대한 필요성
과 중요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과 달리 
취학 아동의 경우 기기의 이용자와 앱 이용자가 일치하
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아동의 개인정보가 축척되며 
위치정보 및 이용내역 등 하나의 식별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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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앱에서는 회원이 직접 회원가입을 해지하겠다

는 의사를 밝히고 회원탈퇴를 해야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1). 이와 같
이 대부분의 앱이 회원탈퇴시 정보를 파기하였고, 1년 이
상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분리하여 따로 그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Terms of Use (Membership Withdrawal)

3. 결론 및 제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요약하

고, 도출된 이슈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식별에 따른 보호 메커니즘은 한계가 있다. 

현재의 온라인 아동 보호 메커니즘은 아동임을 식별하고 
난 후에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및 이용제한 등의 방법으
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아동이 이용하는 앱 중에서 다운로드 후 별도의 연령 확
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확인을 통한 아동 식별 절차가 없다보니,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이 부적절한 콘
텐츠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했다. 또한 비로그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
더라도 자동적으로 쿠키 및 기기, 이용행태에 따른 정보
들이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위 정보를 통
한 회원가입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아

동 식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종합해보면 아동 식별이 전제가 되는 현재의 
아동 보호 메커니즘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아동에 대한 보호의 원칙이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 
보완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실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킨 미국과 영국
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 COPPA법에서는 ‘아동
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매력적인 유
명인의 등장 등 아동 대상 운영자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
시하였으며[13,14], 영국 정보사회서비스(ISS)에서는 아
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국 아동이 접근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까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15]. 이는 폭넓은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판단근거
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
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현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는 많은 내용을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담
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형식
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비로그인 방식의 이용, 소
셜로그인 등 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서비스마다 다
른 정보제공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이다. 따라서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
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를 통해 실질적인 동의가 이뤄
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인
정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여 표준화된 동의 방식을 제공함과 동
시에, 이용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용자
들이 필요한 정보만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강조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권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ICO 연령
적합설계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강조하며 아동의 프라
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핵심
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
익 보호를 이해하는데 주요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아동
은 성장과정에 있는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기에 
이용한 서비스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축적하여 필터링 되거나 활용되지 않다록 아동의 데이터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 기
간 보관 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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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폐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이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
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데
이터가 축적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용
자에게 반복적으로 명시적인 고지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원 탈퇴 절차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관기관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짐으로
써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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