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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최근 미래에 한 심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과 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하는 

사회변화에 응하기 해 미래연구를 극 으로 지원하고 국가의 미래 비 과 

략을 망하기 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개인의 미래, 사회의 미래에 해 궁 해 하고, 이를 반 하듯 형서

에 가면 ‘미래’, ‘트 드’, ‘미래 략’ 등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있습니다. 그러

나 미래를 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세계는 박하게 변화하는 메가트 드의 큰 흐름 속에 있으며, 우리나라

도 외일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나 에 지 고갈과 같은 큰 세는 당장 손에 잡

히지 않으나, 변화하는 상황을 의주시하면서 이겨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

다. 불확실한 미래를 측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환경

을 유지하여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하는 환경에 얼마나 슬기롭게 처할 수 있는가, 즉 미래 략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명운이 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니다.

이제 우리는 IT강국이라 불리는 실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에 있어

서 보다 신 이고 선진화된 IT강국 한국의 내일을 비해야만 합니다. 유비쿼터

스 시 에 비하여 과학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통일 한

국의 IT미래 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 세계 최고 수 의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

통신분야를 심으로 첨단 디지털 컨버 스 산업의 선도기술 개발  산업화 진

을 한 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라가 고도의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통신정책도 산업ㆍ기술 심  시

각을 넘어서 인간ㆍ사회 반을 아우르는 IT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욱이 국가정책도 단기  안 응에서 장기  미래설계로 략 패러다임의 환



이 요구된다는 에서 미래연구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 하는 기술과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련하여 미래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한 학문  근의 필요성도 두되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2003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4년에 걸쳐 연구해온 ‘IT기반 미래 략 

발 략－한국 메가트 트’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연구로서 보다 더 심층 이

고 문 인 미래연구를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본격 인 미래연구의 

비작업으로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문 인 미래연구기 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련한 여러 이슈들 에서 2006년에는 1) 개인의 사생활, 국가  감시, 그

리고 규범, 2) 과학기술에서의 윤리, 3) 고등교육 재정배분 방향, 4) IT와 기업  경

제 발 : 과거, 재, 그리고 미래, 5) 보육정책의 망과 과제에 한 연구, 6) 통

신․방송 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에 한 장기 략 연구, 7) 통신비 지출행태 

변화 요인 분석  통신시장 변화 등 일곱 개의 주제를 선정하 습니다. 본 연구보

고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연구를 실시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

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를 해 애써주신 미래 략연구실의 강홍렬 박사님과 장종인 연구원님께 

지면을 통해나마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

과 공동 연구진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 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학문 으로는 미래연구 분야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

고 이를 토 로 우리나라의 미래국가발 략 수립에도 조 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석  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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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의 배경과 목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감시(surveillance)는 개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상존하게 될 것이다. 실로 개인의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장되며 공유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Ubiquitous Computing System)은 개인의 신원(iden- 

tity), 치(location), 활동(activity), 그리고 주변의 상황(context)에 한 개인정보를 

자동 으로 그리고 실시간(real time)으로 수집하고 공개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놀라운 감시기술(surveillance technologies)들은 개인의 공

 삶이든 사  삶이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추 할 뿐만 아니라 그 추 의 결과들을 

자동으로 장․처리하여 개인의 로 일을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게 디지

털화된 개인기록들은 손쉽게 통합되어 개인의 실존인격과 분리된  다른 디지털인

격을 형성하게 된다.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추 당한다는 느낌은 나의 자유의 습 을 변화시킬 것이다. 

감시가 차 내면화되면 될수록 나의 인격의 주체성은 조 씩 상실되어 갈 것이다. 

더불어 나의 자유의 공간은 그 만큼 축소되어져 갈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인식하

지도 못한 채 형성되어 있는  다른 나의 디지털인격이 지워지지도 않은 채 나의 

실존인격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나에 한 정부와 시장의 결정은 나의 실존인격이 

아닌 디지털인격에 기 해서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인격의 주체성  자유의 확보는 자유민주체제의 포기할 수 없는 제조건

이다. 개인의 삶에 한 방 의 감시체계는 자유민주체제의 제조건들을 괴할 

험성을 안고 있다. 

그 지만 한편으로 이 험성 때문에 기술의 발 과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기술



10

의 험성과 유용성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체계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

다.  시 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보기술의 발 이 개인의 라이버시에 

던지는 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의 국가   사회  이익을 수

용할 수 있는 역감시의 모델을 정립하고 그것을 사회체계 속에 구 해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역감시의 모델을 정립함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

는 요인은, 개인의 삶 속에 일상화된 감시가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국가기능의 효율 인 수행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효과 인 처리에 달려 있

다. 기업과 사회도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 화하게 되

며, 정보기술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편익과 안락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제로 해서 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컨 , 우리에게 

던져진 핵심 인 과제는 “감시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험성을 상쇄시

킬 수 있는 역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본 연구는 미래 감시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

보기술의 혜택을 수용하기 해 역감시체계의 구축방향과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해 제2장에서는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명함을 통

하여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 다. 이어 제3장에서는 라이버시의 혼란된 개념

을 정리하고, 각국  우리나라의 일반 인 역감시체계의 황과 문제 을 분석하

여 향후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하여 구체 으로 논의하 다. 이상의 제2장과 

제3장의 총론  이해에 입각하여, 제4장․제5장․제6장에서는 각론 인 문제에서

의 역감시체계에 하여 논구하 다. 제4장에서는 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

와 그 역감시체계의 구축에 하여, 제5장에서는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한 역

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하여, 그리고 제6장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역감시

체계의 구축방안에 하여 검토하 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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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감시체계의 정책방향에 하여 종합 으로 정리하 다.  

그 정책방향을 다음의 9가지로 정리하 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종래의 사생활권이 은둔

으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seclusion)라는 소극  성격의 것이었다면,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participation)라는 

극  성격을 지닌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한 정보가 구에 의해 어떤 목

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

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은 특히 공공

부문에서 정부가 개인정보처리의 남용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험을 차단시키는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화하는 인식이나 경향 한 경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참여를 합리 인 수 에서 보장하되, 그 참여의 

내용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인 것 내지 우선 인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

면, 자칫 개인정보의 유통을 통한 정부와 사회의 정상 인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2) 이러한 에 입각해서 보면, 우선 행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입법체계는 

상당히 “불균형 ”이고 “불완 ”한 상태이다. 균형 잡힌 완 한 역감시의 참

여모델로 환시켜야 한다.  

먼 , 보호체계의 “불균형성”은 개인정보처리의 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

성이 큰 분야에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행 법제는 그

러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에서 확인될 수 있다. 향후 공공부문에서는 그 보호수

과 집행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보다 명확한 행 기 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호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호체계의 “불완 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첫째는 참

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 에 속하지 못하는 역들이 다수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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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불완 하고, 둘째는 보호범 에서 제외되어 있는 역에서는 은둔모델

로서의 비 보호법만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가치를 도외시하

고 있다는 에서 불완 하다. 

우리의 행 입법체계는 한 마디로 “이원 ․ 역별․부분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각각의 보호입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나마도 각 부문에서 존재하는 보호입법이 모든 역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 많은 역이 비 보호를 한 은둔모델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환시켜야 할 것이다. 종래의 은둔모델로서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 게 불균형 이고 불완 한 재의 입법체계를 보완하여 보호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독립된 감독기구에 의한 방 이고 효과 인 감시체계를 마

련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 인 

입법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 

우선, 통합입법이 이고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존하는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 으로 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 다면 공공부문 

일반법인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존치시키되, 보호의 불완 성을 개선하기 

하여 규율내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행의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법

률안에 비해 보다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 의 개인정보

처리가 보호법을 수하는지 여부를 방 인 차원에서 그리고 상시 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구의 존재가 필수 이다.  

원래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강한 보호를 하여 마련되었던 온라인개인정보보

호법(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호보규정)의 내용을 그 로 민간부문 일반법으로 

가져가면 매우 강력한 일반법이 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의 일반 인 경

제활동이 차 고객정보의 처리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종

래 온라인에 용되던 높은 수 의 보호체계를 그 로 민간 일반에 가져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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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에 심각한 축을 래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자

유의사에 의한 선택권이 존재하고 있고  산업계의 자율규제의 가능성도 남아 있

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수 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신 해야 할 것이다. 때

문에 민간부문의 일반법에서는 최 한의 보호수 을 마련하고, 온라인,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높은 보호수 과 특수한 규율이 필요한 역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떼어내어 가칭 온라인개

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오 라인 역은 새로이 제정되는 민간의 일반법에서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반법은 최 한의 보호수 으로 실체  규율내용을 담고, 아울러 독자

인 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게 되면 남는 문제는 감독기구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분리하여 둘 것인

가, 아니면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들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법리와 구체 인 규율내

용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방 인 감시의 체계는 동일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일 으로 감시․감독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요구된다. 

(4)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형 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방  기능, 사후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 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러나 통합감독기구가 반드시 집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방  기능은 개인정보처리의 험성을 사 ․ 방 인 차원에서 막기 

하여 개인정보처리기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체  규정(개인정보처리원칙을 구

체화한 처리기 의 의무규정들)을 수하도록 사 에 유도하는 기능이다. 감사기능, 

자문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자율규제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은 이러한 방  기능

의 일환이다. 둘째, 사후 인 민원해결기능은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을 

수받고, 사실 계를 조사하며, 그리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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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책조언기능은 국가의 정보정책에 한 조언자로서 자문하는 기능이다.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어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완 하게 수행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조직의 구성과 산확보의 측면에서 충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과 민간의 그 수많은 개별 

개인정보처리기 의 모두에 해 효과 인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

에 공공기 과 민간의 요 개인정보처리기 의 내부에 독립 인 상과 독

자 인 기능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of Privacy Official)를 두

도록 해서 이들을 통합감독기구의 장감사 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6) 특히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각 역

별로 그리고 기술발 에 따라 미묘하게 상충하고 있는데, 향후 설립될 통합감

독기구는 이 상충하는 가치를 그때그때 조화롭고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향후 개인정보처리  보호의 기 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달리하

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감독기구에 의

하여 사 ․ 방 ․교육  보호기능에 을 맞추어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  보호의 기 에 한 보다 분명한 사회  

합의가 확보되기까지 재의 보호공백을 메우기 한 최 한의 수 으로 법  기

을 법률에서 설정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에게 규칙제정권을 주어 특별히 문제되는 

역에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처리  보호기 을 차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집행체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8)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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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감독기구에 의한 외부 ․타율 인 규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한

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는 국가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국가가 직  개입하지 않고도 경제주체들이 자발 으로 정보처리

원칙을 수하도록 인센티 를 부여하면서, 이를 반하 을 때 시장에서 퇴

출시키거나 원칙 반으로 얻은 수익의 수십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보완  집행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 개인정보보호단체들의 시장감시 활동에 법  근거를 부여하고 활동을 지원하

는 것도 자율규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민간의 개인정보처리기 들이 문 인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라이버시 향평가, 컨설 , 시스템인증,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업무를 문 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진하여야 할 

것이다. 

(9) 개인정보보호기술을 통한 기술  규제수단도 최 한 활용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

이다. 통제 주의 암호정책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암호기술의 발 을 진하

여야 할 것이다. 

3. 연구결과의 국가정책  함의 

미래의 기획은 과거의 경험과 재에 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의 국가  감시체계와 그 작동원리를 규명하고 그 문제 을 

밝 내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나아가 미래를 망하기 한 유용한 시각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국가  감시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 정당성의 진정성을 보다 구체 으로 밝 내

며, 그 정당성에 한 검증기 을 찾아내고, 효과 인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을 모

색하 다. 비교법  근을 통해 입법상의 공백이나 법집행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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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냄과 동시에 이에 한 한 해결방안을 제안하 다고 본다. 

본 연구는 향후 학계의 이론가들,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 실무연구진, 국책

연구기 의 문인력들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라이버시 문제를 바라

보고 그에 합한 미래의 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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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목 과 방법

제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정보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격한 발 은 개인의 사생활, 즉 라이버시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차 축소시키고 있다. 개인의 라이버시는 고유한 인격의 주

체성(인간존엄)과 자유의 가장 기본 인 제조건이다.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감시(surveillance)는 개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상존하게 될 것이다. 실로 개인의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장되며 공유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Ubiquitous Computing System)은 개인의 신원

(identity), 치(location), 활동(activity), 그리고 주변의 상황(context)에 한 개인정보

를 자동 으로 그리고 실시간(real time)으로 수집하고 공개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놀라운 감시기술(surveillance technologies)들은 개인의 공

 삶이든 사  삶이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추 할 뿐만 아니라 그 추 의 결과들을 

자동으로 장․처리하여 개인의 로 일을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게 디지

털화된 개인기록들은 손쉽게 통합되어 개인의 실존인격과 분리된  다른 디지털인

격을 형성하게 된다.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추 당한다는 느낌은 나의 자유의 습 을 변화시킬 것이다. 

감시가 차 내면화되면 될수록 나의 인격의 주체성은 조 씩 상실되어 갈 것이다. 

더불어 나의 자유의 공간은 그 만큼 축소되어져 갈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인식하

지도 못한 채 형성되어 있는  다른 나의 디지털인격이 지워지지도 않은 채 나의 

실존인격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나에 한 정부와 시장의 결정은 나의 실존인격이 

아닌 디지털인격에 기 해서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인격의 주체성  자유의 확보는 자유민주체제의 포기할 수 없는 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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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인의 삶에 한 방 의 감시체계는 자유민주체제의 제조건들을 괴할 

험성을 안고 있다. 

그 지만 한편으로 이 험성 때문에 기술의 발 과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기술

의 험성과 유용성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체계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

다.  시 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보기술의 발 이 개인의 라이버시에 

던지는 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의 국가   사회  이익을 수

용할 수 있는 역감시의 모델을 정립하고 그것을 사회체계 속에 구 해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역감시의 모델을 정립함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

는 요인은, 개인의 삶 속에 일상화된 감시가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국가기능의 효율 인 수행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효과 인 처리에 달려 있

다. 기업과 사회도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 화하게 되

며, 정보기술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편익과 안락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제로 해서 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컨 , 우리에게 

던져진 핵심 인 과제는 “감시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험성을 상쇄시

킬 수 있는 역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를 해서는 (ⅰ) 먼 , 감시체계의 정당성을 엄 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표면

으로 주장되는 감시기능의 정당성이 진정한 것인지를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ⅱ) 다음으로, 감시체계를 운 하는 자가 정당한 목 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필

요한 범 를 넘어서고 있는지, 정당한 차에 따라 운 되고 있는지를 엄 하게 검

증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그 검증의 기 을 명확하게 밝 내어야 한다. (ⅲ) 

감시체계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역감시체계가 작동하여야 한다. 

(ⅳ) 역감시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합리 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ⅴ) 역감시체계가 효과 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재 우리의 문제 상황은 기 정보사회에서 마땅히 구축되어 있어야 할 기본

인 역감시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이런 상태로 유비쿼터스 사회

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험한 일이다.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험성을 정부의 



제 1 장  연구의 목 과 방법   19

정책당국자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미래 감시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

보기술의 혜택을 수용하기 해 역감시체계의 구축방향과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해 아래 제2장에서는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본질을 이

해하고 해명함을 통하여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라이버

시의 혼란된 개념을 정리하고, 각국  우리나라의 일반 인 역감시체계의 황과 

문제 을 분석하여 향후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하여 구체 으로 논의한다. 이

상의 제2장과 제3장의 총론  이해에 입각하여, 제4장․제5장․제6장에서는 각론

인 문제에서의 역감시체계에 하여 논구한다. 제4장에서는 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와 그 역감시체계의 구축에 하여, 제5장에서는 생체정보의 수집․이

용에 한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하여, 그리고 제6장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의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결론으

로서 미래 역감시체계의 정책방향에 하여 종합 으로 정리한다.   

제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총 6회에 걸친 포럼(“미래 감시사회와 법”)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책임자가 이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 으로 완결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으로 하 다. 6회의 각 포럼에서  주요내용의 주제별로 발표자 1인 는 2

인이 발표하고 참석한 문가들이 함께 토론을 벌 다. 그 토론내용을 반 하여 최

종보고서에 담았다. 

포럼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본 연구의 주제와 련한 여러 분야의 문가 5인 

내지 6인을 사 에 물색하여 포럼의 상시멤버로 하고 그들 에서 발표자를 우선

으로 정하 으며, 한 국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련 문가

들이 참석하여 압축되고 의미 있는 토론을 벌 다. 포럼은 외부에 부분 으로 개방

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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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회 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인호 ( 앙 학교 법과 학 교수, 헌법학)

2. 정태호 (경희 학교 법과 학 교수, 헌법학)

3. 김일환 (성균 학교 법과 학 교수, 헌법학)

4. 권건보 (명지 학교 법과 학 교수, 헌법학)

5. 송오  ( 앙 학교 공과 학 자 기공학부 교수)

6.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  장, 법학박사)

7. 강달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민원서비스  장, 법학박사) 

8.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실장, 경제학박사)

9. 장종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연구원)

10. 배성훈 (변재일 국회의원  보좌 )

11. 신동주 (변재일 국회의원 보좌 －미래사회연구포럼 담당 보좌 ) 

12. 이정일 (진  국회의원 보좌 －미래사회연구포럼 담당 보좌 )

13. 김송옥 ( 앙 학교 법학과 박사수료－보조연구원)

14. 홍계정 ( 앙 학교 법학과 석사과정－보조연구원)

15. 이진태 ( 로그램심의조정 원회 연구원)

포럼의 운 과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 감시사회와 법｣ 포럼 운  황(2006. 4～2006. 9)

차수 일 시 주 제 발제자 장 소

1차
4월 25일(화) 

16시
 감시기술의 황과 망

송오  교수

( 앙 학교 

자 기공학부)

국회 

의원회

2차
6월 15일(목) 

15시

라이버시의 개념  역감시체

계에 한 분석과 망

이인호 교수

( 앙 학교 법과 학)
앙 학교 

법과 학

3차
7월 25일(화) 

15시

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
와 역감시체계의 구축 

김일환 교수

(성균 학교 법과 학)
앙 학교 

법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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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일 시 주 제 발제자 장 소

4차
8월 22일(화) 

10시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한 

역감시체계의 구축의 기본방향

정태호 교수

(경희 학교 법과 학)
국회 

귀빈식당

5차
9월 29일( ) 

5시

국가감시의 본질에 한 이해와 

망

권건보 교수

(명지 학교 법과 학)
롯데호텔

아테네가든

6차
9월 29일( ) 

7시

Ubiquitous 감시체계와 역감시체

계의 구축

이창범 박사

(KISA 법제분석 장)
롯데호텔

아테네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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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가감시의 본질에 한 이해와 망

제1   정보사회와 감시사회

1. 서  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와 통신기기에 한 기술의 비약 인 발 에 힘입어 

인류사회는 통 인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모하기에 이르 다. 정보사회(In- 

formation Society)라는 말은 1980년 Yoneji Masuda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알려

지고 있는데,1) 그는 정보사회를 “인간이 고도의 지  창조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화폭에 미래를 그리면서 개인 으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로 정의한 바 

있다.2) 이러한 정보사회는 오늘날 일반 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의 정보기기에 

의해 정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량으로 유통시켜 정보를 이용

한 가치 생산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서게 

되었다.

정보사회와 련해서는 정보기술이 인류사회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는 낙

인 망과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욱 황폐화하는 비극 인 수단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비 인 이 서로 립하는 양상으로 개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

날 정보사회가 인류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 못지않게 숱한 부작용도 

함께 래할 수 있다는 에 해서 별다른 이론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1) 고 삼, 자감시사회와 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14면 참조.
2) Yoneji Masuda, The Information Society as Post-Industrialized Society, Bethedsda, 

1981, p.3; 박 도, 정보화사회의 개와 입법  응, 한국법제연구원, 1992,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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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게 빛과 그림자를 함께 내포하는 사회로 인식하고, 정보화의 순기능을 극

화하면서도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우선 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정 인 측면은 무엇이고 부정 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화사회의 특징

가. 정  측면

첫째, 정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면 구나 쉽게 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다. 둘째, 정보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정보화시 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이 힘을 얻게 되는데, 인터넷은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보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셋

째,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

는 일  많은 이에게 알리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기사화할 수 있고, 바른 여론을 형

성해 반 시킬 수도 있다. 한 인터넷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므로 참여하여 운

에도 직  여할 수 있다. 넷째,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자치가 

주민들의 이해에 맞게 잘 되기 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지역의 정보를 함께 나 고 지역에 한 참여를 

가능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사람들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환경, 문화, 여가선용, 각종 상담 등의 내용이 생

활에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

나. 부정  측면

첫째, 풍부한 정보나 그 효율  처리가 원칙 으로는 최 의 단을 가져다  조

건이기도 하지만, 개인 마다에게 확고한 선택능력이 없다면 과다한 정보 앞에서 

한 단을 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에 빠질 험이 있다. 둘째, 양 으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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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정보가 있다 해도 구체 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쓸 만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의 

질  빈곤상태를 들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고도의 감시와 통

제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사 인 역에서든 공 인 역에서든 자

율 인 인격체로서 삶을 주체 으로 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문  능력자들만이 정보를 능숙히 사용함으로 

인해 정보불평등, 소득불평등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량유통과 상업성으로 인해 사회 병폐 상을 래할 수 있다. 

3. 정보사회론와 감시사회론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가 인류에게 더 없이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 하게 살

아갈 수 있는 미래를 가져다  것이라는 낙 인 망을 제시하 다. 하지만 이러

한 망은 감시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는 정보기술의 실상을 제 로 꿰뚫어보지 

못한 성 함이 있었다. 물론 감시의 문제는 기술유토피아(technotopia)로 상징되는 

정보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임에 분명하나,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한 감시의 효율 인 

측면이 폄하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변할 여지가 있다.

한편 감시사회론에서는 기술유토피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감시가 근 사회의 

본질  속성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근 국가는 

 국민을 상으로 상시 으로 행하는 감시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에서 감시사회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감시가 언제나 사악한 권력에 의해 국민을 

억압할 목 으로 은 하게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 국가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도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정보기술은 그 범용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감시

에도 큰 향을 미쳤다. 시간과 공간에 한 구속성의 약화는 원격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의 통합  처리의 강화는 통합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

으로 감시사회는 자감시사회로, 나아가 사이버감시사회로 변모해 왔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발달은 ‘감시의 보편화’를 가져오고 있다. 감시의 보편화란 우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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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의  일생을 모조리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뜻한다. 우리의 일거수일투

족이 모조리 기록되어 완 히 노출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권력행사에 한 감시수단의 발달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시의 보편화는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회  주체들도 감시의 상이자 

주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3) 이것은 감시가 때로는 국가권력이나 기타 사회세력

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도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 다.4)

제2   국가감시의 역사  개

1. 고 국가에서의 감시

그 동안 국가는 각종의 국가목 을 수행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하여 무

수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그 게 수집된 정보를 체계 으로 분류하여 보

하고 이를 활용해 오고 있다. 국민을 효과 으로 통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정보의 조

사활동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해서는 국민에게 국방과 조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수 이었는데, 이것은 국

민의 인구변동이나 소득상황에 한 개략  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이집트와 같은 고  문명사회의 통치자들은 세 이나 군 복무, 이민 등의 목 을 

해서 작성된 인구조사서(the book of Numbers)에 수치화된 정보를 통해 피지배층을 

통제하고 감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 11세기 국에서는 정복자 William의 

토지 장(Doomsday Book)은 과세를 해 신민들에 한 정보를 수집하 던 사실이 

3) R. Whitaker, The End of Privacy, How Total Surveillance Is Becoming A Reality, The 
New Press, 1999, ch. 7 참조

4) 홍성태,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네트워크센터, 감시 시스템과 라이버

시 국제토론회 자료집, 2000. 10. 18. 1～2면 참조.
5) David Lyon,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the Surveillance Society, 한국 자통신

연구소 기술정보센터 (역), 자감시사회, 한국 자통신연구소, 1994,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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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6) 이 토지 장에는 국민과 그 재산에 한 방 한 양의 자료가 기록되어 있

었는데, 이것은 완 한 지배수단으로서 정복의 논리 인 산물로서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통일신라의 경덕왕 14년(75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正倉院 新羅帳籍에는 백성들의 호수, 인구수, 토지면 , 우마수, 그리고 뽕나무, 

잣나무, 호도나무의 수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특히 3년마다의 변동상황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역사  사실은 당시에 이미 조세와 요역의 부과를 한 국가의 

정보수집이 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7)

이처럼 역사 으로 권력은 감시활동을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기술의 발달은 통

치자들의 감시능력을 더욱 용이하게 하 다. 가령 서구에서는 구텐베르크개 으로 

문서를 새로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통치권력의 감시역량이 훨

씬 강화되었다.  

2. 근 국가에서의 국가감시

근 국가는 토지에 결박된 신분의 속박을 기 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인 

종속상황에 있던 개인을 르네상스, 종교 명, 과학기술과 시장의 발달을 매개로 해

방시킨 시민 명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근 국가는 무정부 인 혼란상황을 막고 

개인의 독립성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통제수단을 필

요로 하 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성문법, 료제, 합리  조세제도, 경찰과 상비군

제 등이었다. 근 국가는 시민계 을 주권자로 하는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의 자격요건을 객 으로 확정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요하 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외 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안정

6) Priscilla M. Regan, Legistation Privacy 93, 1995, p. 69. Daniel J. Solove, “Privacy and 
Power: Computer Databases and Metaphors for Information Privacy,” 53 Stanford Law 
Review 1393, 2001, p.1400, Fn. 29 참조.

7)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 사, 1993, 141～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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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방력을 갖출 필요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해서는 상비군제의 도입으로 처

하 다. 한 국민국가가 내 인 평화를 확보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합리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국가권력의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했고, 이에 따라 문성

을 갖춘 료집단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비군제와 료제의 유지를 해 

필요한 국가재정의 안정성은 공정한 조세제도의 정착을 통해 확보되어야 했다. 그

리고 이 모든 제도  장치들은 공동체의 기본규범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권자

인 국민의 표자의 집합체인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심으로 작동하 다. 그

러나 국민국가로서의 근 시민국가의 사회  통제장치의 원활한 작동은 그 성립의 

목 이 된 독립성을 가진 개인들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하 다. “근 사회는 그 태

생시부터 정보사회 다”고 주장한 기든스(Anthony Giddens)에 설명에 따르면, 국가

는 상비군의 구성원이 될 개인들의 신상을 악하거나 개인의 기본  인권을 정책

과정에서 보장하기 하여, 혹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될 조세의 징수원을 확보하거

나 료에 의한 합리 인 국가경 을 한 기 정보를 확보할 목 으로 시민들 개

인에 한 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8) 모든 국가가 이 게 볼 때 자

율 인 존재로서 개인의 지 를 확보하기 한 근 국가의 성립은 역설 으로 개인

의 정보에 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9)

3. 국가에서의 자감시

(1) 국가에 있어서 감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정보

기술의 발달이다. 특히 자기술은 감시를 한층 심화시키는 효율 이고 놀라

운 기술이었다. 타임즈지가 21세기에 가장 신 인 발명품으로 컴퓨터를 선

정했을 만큼, 컴퓨터는 그야말로 정보화사회의 필수 인 요소이자 무한한 변

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컴퓨터가 통신과 결합되어 나타

8) A. Giddens, 진덕규(역),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1, 213～215면 참조.
9) 김종철, “헌법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한 시론”, 인터넷법

률 4호, 2001. 1.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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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보통신기술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폭발 으로 

증 시키는 바탕이 되고 있다. 컴퓨터는 장하고 자료를 순간 으로 지워

버리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에 더하여 새로운 기통신의 거 한 네

트워킹 능력을 갖추고 실시간으로 공간을 묶어낼 수 있는 소  제국주의 인 

과학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2) 오늘날 정보화가 속도로, 그리고 비약 으로 진 되면서 국민의 개인  신

상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기 의 역량은 양 으로나 질 으로나 이

보다 훨씬 향상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다수 국가가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

성, 과학화 등을 명분으로 하여 자정부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리능력이 례없이 강화되었다. 실제로 호 이나 주민등록, 토

지 장, 융거래의 내역, 부동산거래의 내역, 각종의 세무자료 등이 산처리

되면서 행정기 은 국민의 개인  신상은 물론 경제  사정까지도 상세히 

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에서 국민에 한 모든 기록을 정보로 장하여 

산망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정부
10)

의 구축

사업은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국민에 한 서비스의 강화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재 2만여 개에 이르는 모든 연방정부 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공식 홈페이지
11)

10) 이러한 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의 개념은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

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당시 앨 고어 부통령은 각 정부부처가 다양한 로그램을 통하여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각각의 로그램들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거나 는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결과 실제로 수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은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부문의 복지서비스를 단일의 네트워

크를 통합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고객지향의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류승호, “ 자정부 구 과 라이버시 문제”, 최성모 편, 정보사회

와 정보화정책, 나남출 , 1998, 267면.
11) www.firstgov.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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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설해 인터넷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행정 산화

를 내세운 행정정보화 사업은 1987년 행정 산망 사업, 1994년 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1995년에 정보화사업의 구상을 자정부의 개념으로 도입하

다. 1999년 24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 행정 구 을 포함한 자정부의 

비 과 략을 수립하여, 마침내 2002년 11월 1일 자정부가 출범하 다. 자정부 

홈페이지
12)

를 개설하여 자정부를 표하는 허  포털사이트로 운 하고 있다. 이

러한 자정부는 확실히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

성과 투명성도 획기 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연방정부는 이민, 산, 사회보장, 군 인사에 속하는 기록뿐만 아

니라 셀 수 없는 기타의 자료들을 포함하는 거의 2,000개 항목의 데이터베이스를 보

유하고 있다. 최근 아동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들을 추 하려는 노력을 하면

서 연방정부는 국내 어디서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 한 정보를 이루

는 막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들의 사회보장번호, 

주소, 임  등을 담고 있다. 한 주정부는 체포, 출생, 형사 차, 결혼, 이혼, 재산의 

소유 계, 투표자명부, 노동자보상에 한 공  기록과 기타 형태의 많은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의 면허제도는 의사, 변호사, 기술자, 보험사직원, 간호사, 경찰, 회

계사, 교사 등과 같은 수많은 직업에 하여 기록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한 주는 개

인들에 한 DNA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다. 주는 그들의 과(felons)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그것들을 띄워 왔다. 심지어는 많은 주에서 성

범죄자(sexual offender)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13) 몇몇 주들은 더 많

은 범 의 과에 한 유  정보를 담고 있는 자신들의 데이트베이스를 확장하

는 과정에 있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형사사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군

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실종군인의 신원확인을 하여 보유하고 있다.14)

12) www.egov.go.kr
13) Daniel J. Solove, op. cit., p.1403.
14) Charles J. Sykes, The End of Privacy: The Attack on Personal Rights-at hom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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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2000년 8월 30일을 기 으로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

일 황을 보면, 56개 앙행정기 이 99종의 218개 일을, 3,886개 지방자치단체

가 126종의 7,529개 일을, 347개의 각  학교가 22종의 383개 일을, 84개 정부

투자기 이 205종의 29개 일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합치면 4,373

개의 공공기 이 452종의 8,421개의 일을 보유하고 있다.15)

(3)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일상에 한 감시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지

만, 오늘날만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은 없다.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면

서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개인에 한 감시는 더욱 무분별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한 은행, 지하철, 편의 , 주유소, 병원, 주차장, 버스 등 우리 사회

의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

근에는 디지털화되어 화질도 선명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장이 가능하고, 편

의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능, 각도조 기능, 야간촬 이 가능한 

외선 촬 기능, 투시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얼굴인식의 기술이 발달하여 

조만간 원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으면 얼굴의 특징에 의해 CCTV에 촬 된 화

면 속에서 동일인을 식별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자화폐의 발달에 따라 거래기록이 산화되어 모든 국민의 거래정보를 통

해 모든 활동이 추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습 , 사상까지도 악할 수 있게 

되었다. 휴 화를 이용한 치추 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언제든지 추 할 

수 있고, 교통카드의 기록으로 이동 황도 언제든지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도 로그기록이나 쿠키를 통해 악할 수 있고, 

자우편이나 게시 에 남긴 도 IP 주소를 추 하거나 서버에 장된 정보

에 근하여 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이 흘린 머리카락 하나로도 유

자정보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과거, 재, 미래를 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최

work, on-line, and in cour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p.128.
1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2003, 2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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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민간기업에서는 소비자나 잠재  소비자에 한 정보를 통합하여 리하

려고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고객의 통신이용내역, 신용카드이

용실 , 치정보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행태와 모든 활동내역을 추출하

려 하고 있다. 한 노사 계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스마트카드의 도입, 치확

인시스템의 도입, CCTV의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의 모든 활동내역을 정보로 

처리하여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4.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감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속에서 개인은 집에 있거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자동

차를 타고 질주하거나 간에, 우리의 모든 일상은 기록되고 감시되고 분석될 수 있

다. 컨  정보보유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침입자를 악하려고 집안에 설치해 놓

은 무선 카메라’가 집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시의 ’이 될 수 있다. 

얼굴과 음성을 인식하는 소 트웨어, 무선 화 치 감응기, 스마트 차량 등과 같은 

기술발 은 모든 사람의 치에 한 정보를 완 히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

할 것이다. 가정과 육체는 고감도감지의 상이 될 것이다. 모든 화는 어떤 암호

화된 메시지로 장되어 조사되고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은 카메라로 찰됨

은 물론 컴퓨터 사용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상세한 모니터링의 상이 될 것이며, 

효율성과 무단이용의 양자를 해 분석될 것이다. 장의 비용이 계속해서 감소되

면서, 막 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생성되거나 혹은 데이터가 끊임없이 복잡한 방식으

로 서로 참조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종류의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들이 링크될 것이

다.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환경에서 우리는 숨을 곳이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은 하게 

머물 수 있는 아무런 곳도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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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가감시의 본질

1. 사회학  논의

감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은 사회과학 내에서 논쟁 인 문제로서 감시의 

기원이나 특성에 하여 이 다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사회과

학에 있어서 감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본주의, 합리화, 권력이라는 측면에

서 각각 감시의 문제를 악하는 마르크스주의  , 베버  , 푸코   

등이 있다. 이에 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16)

첫째, 마르크스주의  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욕구라는 측면에

서 감시메커니즘을 악한다. 이윤추구의 욕구는 테크놀로지의 지속  개선, 효율

성과 생산성의 고도화, 생산 리, 그리고 소비 리 등 다양하게 표 되어 왔는데, 감

시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인 요소가 된다. 여기서는 감시의 역사  

과정을 추 함으로써 자본주의  논리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리고 비  에서 

사회의 체계  불평등을 밝 내고 체계를 속화하려는 기구와 이데올로기에 주목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감시를 오로지 경제의 논리로만 설명함으로써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 받기도 한다.

둘째, 베버  은 감시를 조직의 지속 인 기능수행을 가능  해주는 수단으

로 악한다.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기구들의 합리화과정에 주목하여 자본주

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료기구 한 유사한 감시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본

다. 이러한 에서 감시는 경제와 같은 단순 논리로 환원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개별

 상황에서 구체 인 분석을 요한다는 것이다.

셋째, 푸코  에서는 원형감옥(panopticon)이 보여주는 감시의 원리를 권력의 

유지라는 에서 악한다. 즉 확인할 수 없는 찰을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원

16) David Lyon & Elia Zureik, Computers, Surveillance, and Privacy, Minneapolis: Uni- 
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pp.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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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감옥과 같은 감시의 메커니즘이 새로운 자 테크놀로지의 도래에 의해 확 됨으

로써  사회 으로 규율체계가 확산되게 된다는 것이다. 푸코의 입장은 감옥 이외

에도 공장, 학교 등 사회 각 역에 감시 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시 행들이 

조직의 미세한 수 에까지 확장되면서 종속 계에 있는 자들을 분류하고 찰하게 

된다고 보았다. 푸코에게 감시는 근 성의 측면에서 악되지만, 탈근  조건 속

에서도 감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감시에 

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이나 항권력의 문제를 어

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국가감시의 양면성

일반 으로 감시는 단속을 하기 하여 혹은 나쁜 의도를 지니고 은 하게 숨어

서 찰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시는 개인의 자율성에 한 침해를 

야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권리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기능

하기도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감시는 공개 인 것도 있고, 혜택을 얻기 한 목 으

로 피감시자가 감시에 자발 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즉 감시를 반드시 은 하

고 부정 인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본질은 반드시 은 /공개, 부정 / 정 , 강제수집/

자발  제공 등의 양면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사회에서 감시는 개

인의 행동을 구속하고 제한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가능  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다. 따라서 감시는 사회통제의 수단인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존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17)

가. 침해  측면으로서의 감시

흔히 감시는 체주의 권력과 연 지어 설명된다. 정치 으로 억압 인 국가권력

은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해 국민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고 인 

17) 고 삼, 자감시사회와 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19～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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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Nineteen Eighty-Four)｣에 나오는 빅 라더

(Big Brother)를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체주의 

권력에 의해 감시당하는 상황을 섬뜩하게 묘사하 다. 빅 라더는 시민들에게 완

한 순종을 요구하며, 그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빅 라더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정탐하며, 통일 인 순찰 가 거리의 구석을 서성 고, 헬리콥터가 하늘에 맴돌며, 

창문을 들여다 볼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감시의 주요수단은 “telescreen”이라 불리는 

장치로서 모든 주택과 아 트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 텔 스크린은 방향의 

텔 비 이라 할 수 있는데, 각자가 그것을 찰할 수 있으나 한 Big Brother도 그

들을 감시할 수 있다. 시민들은 그들이 감시되고 있는지, 그 때는 언제인지를 알 길

이  없다.18)

이러한 텔 스크린의 기능은 원래 벤담(Jeremy Bentham)에 의해 1791년에 고안되

었던 감옥건축설계인 옵티콘(panopticon), 즉 원형감시체제와 유사하다.19) 미셀 푸

코(Michel Foucault)에 의하면 옵티콘은 질서를 확보하고 음모와 폭동을 방지할 목

으로 건설된 원형감옥으로 감시의 교묘한 기법을 통하여 무자비하게 효과 인 결

과를 얻어낸다. 모든 수용자들이 감시될 수 있는 앙감시 타워를 설치하고 그들이 

주어진 시간에 감시되고 있는지에 한 어떠한 표지도 그들에게 감춤으로써, 감시

는 심지어 그것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원하다. 수많은 

순찰 와 감시인을 두는 신에 그 탑 내부에 있는 단지 몇 사람만이 필요할 뿐이

다. 탑 내부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은 한 것도 찰할 수 있지만 그들을 볼 수

는 없다. 항상 감시되고 있는 실에서 혹은 지속 인 찰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감시의 효과를 체화하게 된다. 실제로 자

신이 감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찰될 수 있었다는 공포감 때문에 사람

들은 순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포만으로 충분히 통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다.20) 이러한 감시체제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반 인 토 를 변화시키고, 당장은 

18) George Orwell, Nineteen Eighty-Four, 1949, p.20.
19) David Lyon,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the Surveillance Society, 1994,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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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 인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더라도 종국 으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는 효과

를 낳게 된다.

이러한 Big Brother의 메타포는 재 정보 라이버시에 한 담론 반을 지배하

는 기 가 되고 있다.21) 가령 쉬바르츠(Paul Schwartz)는 인터넷은 거의 무한한 데이

터 장의 가능성과 효과 인 검색의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감시를 낳고 있다고 하

면서,22) 그러한 감시는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억압할 가능성을 발생시키며, 개인

에 하여 더 많이 알려지면 질수록 그의 복종을 강요하기가 더욱 쉬워진다고 주장

한다.23) 비슷한 맥락에서 강(Jerry Kang) 교수도 감시는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24)

한편, 솔로 (Daniel Solove) 교수는 감시의 본질을 정보주체의 자율  통제권의 

결여에서 오는 무기력함에서 찾고 있다. 즉 개인은 데이터로 구성된 디지털 인격으

로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재구성되고 있음에도 자신에 한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에 해 아무런 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처럼 자

신에 한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에서는 감시는 필연 으로 개인의 삶을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래할 것이라고 한다.25)

나. 필요  측면으로서의 감시

국가의 감시는 항상 국민을 통제하기 한 억압  요소로서만 기능해온 것은 아

20)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1975, 오생근 역, 감
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출 , 1994.

21) Solove, op. cit., p.1416.
22) Schwartz, “Privacy and Democracy in Cyberspace,” 52 Vand. L. Rev. 1609, 1999, p. 

1657.
23) Schwartz, “Privacy and Particip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Public Sector Regu- 

lation in the United States,” 80 Iowa L. Rev. 553, 1995, p.560.
24)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50 Stan. L. Rev. 1193, 

1998, p.1260.
25) Solove, op. cit., pp.141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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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국가안 의 확보, 범죄의 방과 진압,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목 으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정부가 자신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  국민을 상

으로 감시를 행하는 것이 필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감시가 국민 개개인에게는 

억압 인 것일 수 있겠지만, 체 으로 볼 때 오히려 그것이 보다 많은 사람의 자

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가령 국민건강보험의 시행을 한 의료정보의 조

사, 복지혜택의 부여를 한 소득 등의 조사, 염병의 방을 한 질병조사, 사회

생활지표의 작성을 한 통계조사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국가의 모든 감시를 권리 인 것으로 규정할 수

는 없다.

로 오면서 사회국가원리 내지 복지주의의 이념하에 국가기능은 차 확 되

어 왔고, 그에 따라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의 필요성은 더욱 증 되었

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해서는 불가피하

게도 개인의 생활 역에 더욱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국가의 개인정

보에 한 통제력의 확장으로 귀결되었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후견인으로서의 국가

의 상을 보편화시켰으며, 후견  역할의 효율  수행을 해 국가는 개인의 생활

을 총체 으로 감시하는 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26) 국가의 개인정보에 한 통

제력의 확장은 자의  권력에 의한 국민의 억압이 아니라, 일상  국가활동 자체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에 한 감시에 의해 될 수 있는 체제의 탄생을 의미한다.

다. 이러한 감시의 침해  측면과 필요  측면은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국가에 의한 감시는 행정  필요를 이유로 정당화되

지만, 그 게 해서 수집된 정보는 언제라도 정치  지배를 한 도구로 이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디서나 국가는 ‘총체  보호자’로 나타나고 있

으며, 바로 이 때문에 국가는 ‘총체  감시자’가 되고자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해 감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감시의 이데올로기는 곧 보호

26) 고 삼, 자감시사회와 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66～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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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이 에서 국가에 의한 감시의 문제는 정치  민

주화의 정도에 따라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감시의 문제를 정치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정보기술의 악용과 선

용의 문제로 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감시의 문제는 체주의에 한정되지 않

는다. 오히려 감시의 문제는 민주주의에도 체주의의 요소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체주의는 감시사회이고 민주주의는 정보사회라는 식의 이

분법은 잘못된 것이다.27)

3. 무분별한 국가감시의 험성

(1) 술한 바와 같이 감시는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국가 본연의 목 을 수행하

기 해 필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효율 인 법집행, 복지사기

의 방지, 조세포탈의 방지, 국민보건의 증진 등을 해 국가는 국민들의 일상

을 가능하면 소상하게 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복지국가의 이념과 

자정부의 구 에 있어서는 효과 인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 일반

으로 과도한 국가감시는 인격권 내지 라이버시권, 상권, 재산권, 교육권, 

사회보장수 권 등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 국가감시가 무분별하게 확 될 경우 감시받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은 그야말로 ‘어항속의 물고기’와 같은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의사가 반 될 기

회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은 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축 과 유통에 해서조차 묵인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인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 하게 집 되고 이용 는 유

통되는 상황에서 자신에 한 정보에 있어서조차 자율  결정이나 자기통제

의 가능성을 쇄당한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 이나 사생활의 형성

27) 홍성태, 앞의 ,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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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 하기 어렵게 된다. 이 게 될 경우 개인은 정보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

한 정보객체’(bloß Informationsobjekt)로 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3) 한 정보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인격 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하나

의 가상인격을 가지게 되는데, 가상인격이 실존인격을 규정짓게 될 경우 개인

의 사회  정체성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 좌우될 험에 처하게 되었

다. 가령 잘못된 개인정보에 의하여 개인의 사회  정체성이 왜곡되는 경우 

그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장이 크다. 범죄자로 

오인되어 체포된다거나 신용거래불량자명단에 이름이 잘못 기록된다거나 하

는 경우 신체의 자유의 침해나 경제생활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복지수혜의 기회상실, 공동체생활에 있어서 명 의 손상 등 그 

피해는 지 한 것이다.28)

(4) 한편,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서의 국가  역량이 격히 강화되었다

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 한 감시능력이 무한히 증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일상  생활상이 국가에 의해 낱낱이 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

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정보의 처리로 말미암아 국민들 개개인으로서는 

좀처럼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다거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29)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은 혹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

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심리상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축시

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공동체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공  의사형

성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  의견형성을 해하거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30)

28)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27면 참조.
29) Paul M. Schwartz, “Privacy and Particip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Public Sector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80 Iowa Law Review 553. 1995, p.553. 
30) BVerfGE 65,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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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국가나 타인에 의한 감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감시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은 크게 축

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이 자신에 한 정보이지만 그 처리의 

상황이나 내용에 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설령 짐작하거나 인식한

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과정에 여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면, 

개인은 한없는 무기력증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에 

한 정보의 량  수집과 보유  용이한 결합을 하게 억제함으로써 막

강한 정보권력의 남용에 따른 개인의 비인격화 내지 소외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과제는 오늘날 다수의 국가에서 

기본  인권의 보장이라는 에서 악되고 있다.

제4   역감시체계의 헌법  보장

1. 역감시체계의 의의

무분별한 감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한 근본  이라는 에서 민주주의 원

리, 권력분립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의 감시행

를 효율 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  

감시체계에 효과 으로 응하려면 자본화되고 권력화된 정보에 한 통제권을 궁

극 으로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1) 감시기

술의 발달로 감시는 생각과 활동에 한 통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 를 통제의 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국가의 행정작용의 내용으로서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어떻게 추 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한 계획

31) 김종철, “헌법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한 시론”, 인터넷

법률 4호, 2001. 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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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감시체계의 구축은 

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법제화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역감시체계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

(1) 역감시체계는 헌법체계상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인격권, 일반  행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 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포  기본권과 연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도 개인정보와 련되는 한 부분 이고 개별화된 규범 역으로서 자기정보

통제권이 역감시체계의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정보

의 주체에 하여 “개인이 자신에 한 정보의 흐름을 악하여 통제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감시의 필요  기

능과 침해  기능을 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정보통제권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억제하는 데만 이 있는 것이 아니

라 그 흐름을 극 으로 형성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에 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자의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알릴 수 있고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한 정보의 상태를 악하여 그것이 그 상태로 계속 

보유되거나 활용되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에

서 정보의 상태와 흐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과 더불어 자기정보통제권은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원활화에 

기여하며, 궁극 으로는 시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민주사회의 기능 진을 하

여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3) 한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 역에 속하는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권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측에 한 감시와 통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자신에 한 정보의 공개청구는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



제 2 장  국가감시의 본질에 한 이해와 망   41

람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보유자가 행정기 일 경우 행정기 이 보유하는 정보에 한 공개

청구로 악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은 부분 이기는 하나 

정보공개청구권과 첩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은 실행정의 

행을 타 하고 그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여 부정부패의 방지와 국민의 행정감

시기능, 행정운 에 시민의 참여확 , 나아가 공  자산인 행정정보의 사회환

원을 통한 공공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32)

3. 정당한 감시의 확보를 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1) 감시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역감시체계의 구축에 해서는 자기정보통제

권의 정한 보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제한할 수 없는 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

다. 자기정보통제권도 공동체 련성 내지 공동체구속성을 가지는 한도에서 

한 공익을 하여 일정 정도 후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기정보통

제권의 제한은 주로 국방, 경찰, 수사, 재 , 통계, 조세, 복지 등을 한 공권

력의 발동과 련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정보의 자유, 알 권리 등 타인의 기

본권과 충돌되는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기정보

통제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원칙과 과잉 지원칙 등과 같은 기본권제

한의 일반원칙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목 구속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

칙, 정확성․안 성의 원칙, 정보분리의 원칙, 시스템공개의 원칙, 익명성의 

원칙 등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특수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한다.33)

(2) 국가감시로 인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합헌 인 것인지를 단하려면, 우

32)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70～177면 참조.
33)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의 책, 219～224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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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감시체계의 정당성을 엄 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표면 으로 주

장되는 국가기능의 정당성이 진정한 것인지를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음으로, 감시체계를 운 하는 자가 정당한 목 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필요

한 범 를 넘어서고 있는지, 정당한 차에 따라 운 되고 있는지를 엄 하게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

자기정보통제권이 역감시체계의 일부로서 실효 으로 작동되기 해서는 입법

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행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는 그 

보호범 가 소하다거나 입법체계가 불완 하다거나 혹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

호의 양 측면을 히 조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등의 평가가 지 않다. 이러한 문

제 을 극복하기 하여 기본법제를 지향하는 세 가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에 제출되어 재 계류 에 있다. 상보다 입법 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아쉬운 감

이 있지만, 차제에 각 법안의 장단 을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미비한 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에 의한 

감시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도 함께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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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라이버시의 개념  역감시체계에 한

분석과 망

제1   역감시체계의 핵심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정보주체는 자신에 한 정보가 구에 의해 어떤 목 으로 어떻게 수집ㆍ이용ㆍ제공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격: 역감시의 참여권 (privacy as participation: 참여모델)
(3) 종래의 사생활보호: 비 보호 (privacy as seclusion: 은둔모델) 

개인정보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formation Pri- 

vacy)이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 까지 타인에게 달되

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34)35) 

34) 이러한 개념의 기본권을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83년의 인구조사 결(BVerfGE 
65, 1)에서 “정보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고 

명명하 다. 이 결의 법리에 한 상세하고 유익한 분석은 정태호, “ 행 인구주

택총조사의 헌성－독일의 인구조사 결(BVerf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련법제에 한 반성－”, 법률행정논총 제20집, 남 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0), 202～218면; 김일환,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 결”, 김계환교수회갑

기념논문집, 1996, 66면 이하 참조. 
정태호 교수는 “개인정보자결권”을 “정보의 조사ㆍ취 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
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사ㆍ처

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   목 에 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태호, 의 논문(“개인정보자결

권”), 407면.    
35) 우리의 경우 이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컨 , “자기정보

리통제권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427면); 
“자기정보에 한 통제권”(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439면); “자기정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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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6일 헌법재 소는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 사건’36)
에서 처음으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시를 하 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 하면서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 ․ 산화하여 범죄수사목 에 이용하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

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하 다. 헌법재 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구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

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37)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생활비 이 아닌 

일체의 개인정보에 하여 당해 정보주체에게 인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부여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타인이 행하는 개인정

보처리과정에 정보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권리이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

에 한 정보가 구에 의해 어떤 목 으로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를 정

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권”(차맹진, “ 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  박사학 논문, 1991); “정보

자기결정권”(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 공법

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정보의 자결권”(정태호, “ 행 인구주택

총조사의 헌성－독일의 인구조사 결(BVerf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련법제에 한 반성－”, 법률행정논총 제20집, 남 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0); 
“개인정보자결권”(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근거  구조에 한 고찰”, 
헌법논총 제14집, 헌법재 소, 2003); “자기정보통제권”(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

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04)등 다양하게 용어를 쓰고 있다. 
36)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37)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주민등록증을 발 하면서 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 ․ 산화하여 범죄수사목

에 이용하는 공권력작용에 하여 6인(합헌): 3인( 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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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결정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

지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제한이 있게 된다. 물론 이 기본권이 

인 것은 아니다. 타인이 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당해 개인정보의 성격, 수집목 ․이용형태, 처리방

식에 따르는 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도 정보주체의 인격  

요소인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마음 로 처리ㆍ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므로 종래 정부가 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를 자유롭게 수집ㆍ처리해 온 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체계에서는 더 이

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 기본권은 종래 사생활보호를 한 헌법상의 보호장치, 즉 압수ㆍ수색에 있어

서의 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문), 주거의 자유보장(헌법 제16조 

제1문), 사생활의 비 과 자유보장(헌법 제17조), 그리고 통신비 침해 지(헌법 제

18조) 등의 사생활권과는 그 외연과 내포를 다소 달리하는 법  개념이다. 물론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인간존엄과 민주  참여라고 하는 자

유민주체제의 핵심  가치로서, 종래의 사생활권의 보호가치와 일정 부분 복되기

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사회  연 은  다르다. 즉 이 기본

권에 한 요구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수

에서 무한 로 수집ㆍ축 ㆍ처리ㆍ가공ㆍ이용ㆍ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

경, 나아가 분산된 개인정보들을 단일의 기록 일에 의해 언제든지 통합 리함으로

써 실존인격과 분리된  하나의 가상인격이 디지털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정

보환경에서 생겨난다. 그리하여 이 타인의 수 에 있는 디지털화된 가상인격에 의

해 실존인격이 규정됨으로써 실존인격에 가해질 험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 

특히 정부나 민간에 의해 개인정보통합 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개인이 정부나 

기업 앞에 알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이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사회에서 실존인격의 존엄과 자유민주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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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이 총체 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사 에 차단하기 해 으로 필요한 최소

한의 헌법  보장장치이며 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 인 기본권 의 하나로 확립되

어야 한다.3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포 인 의미의 사생활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통 인 사생활권이 개인의 사  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으로부터 소극

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타인

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ㆍ축 ㆍ처리ㆍ가공ㆍ이용ㆍ제공에 해 정보

주체에게 극 인 통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39) 즉 종래의 사

생활권이 “은둔으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seclusion)에 그 심이 있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participation)”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한 정보가 구에 의해 어떤 목 으로 어

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은 특히 정부 는 사  권력이 개

인정보처리의 남용을 통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험을 차단시키는 역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   역감시체계의 12  기본원칙 

지난 30여년에 걸쳐,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와 각 정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3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기능으로서는 인간존엄 보장기능, 자유민주  기본질

서 유지기능, 다른 기본권의 보호기능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상세는 이인호, “정
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앙법학 창간호( 앙법학회, 1999), 62～67면 참

조. 한편, 필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존의 사생활권의 한계를 지 하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디지털시 에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핵심 인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

다는 주장과 그 논거에 해서는, 김종철, “헌법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

의 재구성을 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호(법무부, 2001. 1), 23～44면 참조. 
39)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22집 제3호(한국공법학회, 1994),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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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들을 확인하여 왔다. 이들 원칙은 1980년의 OECD 

가이드라인,40) 1980년 유럽평의회의 개인정보보호 약,41) 1990년 국제연합(UN)의 가

이드라인,42) 1995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43) 등의 국제규범과 각국의 개

인정보보호법  산업계의 자율규제규범(Code of Practice)에 구 되어 있다. 

 1980년 OECD 가이드라인 8  원칙  

｢ 라이버시보호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에 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①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정보정확성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③ 목 구체성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 
⑤ 안 성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공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⑦ 개인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책임의 원칙 (Accountablity Principle).

이제 개인정보처리기 이 개인정보보호 친화  정책(privacy-friendly policies)을 추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해 범 한 국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12개의 기본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44) 

40) ｢ 라이버시보호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에 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41)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련한 개인의 보호를 한 유럽이사회 약｣(Conven- 
tion No. 108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f 18 September 1980).

42) ｢컴퓨터화된 개인정보 일의 규율을 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Regu- 
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43) ｢개인정보의 처리  자유로운 송에 한 개인보호 지침｣(Directive of the Euro- 
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

44) Colin Bennett 교수는 이 원칙을 다음의 10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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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명거래의 원칙  

｢정보주체는 정부 는 기업과 교섭 내지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

을 밝히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 오스트 일리아 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제10조(익명의 거래)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선택권을 가져야 하

고, 이 선택권은 압도 인 공익 는 사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받는다. 

※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 
제4조 ① 서비스제공자는 기술 으로 가능하고 합리 인 범  내에서 이용자가 익명 는 

가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

러한 선택에 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익명거래의 원칙은 Ubiquitous Computing 환경에서도 요한 의미를 지닌다.  

《2》합법성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법률의 의사에 따라 합법 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은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개인

정보의 수집시 는 그 에 개인정보처리의 목 을 분명히 밝 야 한다. (3) (특
정 상황에서 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주체의 인식과 동의 하에서만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야 한다. (4) 미리 밝힌 목 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5)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밝힌 수집목  

이외의 다른 목 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6)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7)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확하

고, 완 하며,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한 보안장치에 의해 개

인정보의 안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자신의 정책과 처리 행에 해 공개해

야 하고, 비 스러운 처리시스템을 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정
보주체에게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Colin J. Bennett & Rebecca Grant, “Introduction”, in: Vi- 
sions of Privacy: Policy Choices for the Digital Age(Colin J. Bennett & Rebecca 
Grant eds., 199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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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 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법률에 명시 인 근거가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법률유보의 헌법정신은 요한 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을 도입하면서 국민의 표기 인 의회에서 충분한 공개토론을 통해 시스템의 험

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결과 으로 입법자가 정치  책임을 지는 명시 인 결

정을 내림으로써 국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

 의사형성과정을 진하고 동시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모 인 논쟁을 방

할 수 있게 된다. 이 은 국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추진과정에서 빚

어진 혼란ㆍ사회  갈등ㆍ 산낭비ㆍ소모  논쟁의 교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기 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원칙 으로 자유이나, 명

시 인 법률의 의사에 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분리처리의 원칙 

｢특정 목 을 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 에서 다른 목 을 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총체 인 인격상을 한 에 볼 수 있도록 정보구성이 이루어지거나 

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원칙은 실존인격과 분리된 개인의 총체 인 인격상

이 정부나 기업의 수 에 들어가는 것을 사 에 방지하기 한 것이다. 물론 분리처

리의 원칙이 일 수는 없다. 그 지만, 개인정보의 통합이 허용되기 해서는 

기본권제한의 헌법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즉, 명시 인 법률의 근거 하에서 한 공익을 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한 범  내에서 한시 으로 개인정보의 통합이 허용될 수 있다.   

《4》시스템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여부, 설치목 , 정보처리방식, 처리정보의 항목, 시

스템운 책임자, 처리시스템에 의한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이 일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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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비 리에 운용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그 자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인 요소가 된다. 시스템공개의 원칙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

조건이다.  

《5》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ⅰ) 정당한 수집목  하에, (ⅱ) 필요한 범  내에서, (ⅲ) 

공정하고 합리 인 방식으로, (ⅳ) 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 는 동의 하에 수집되

어야 한다.｣

여기서 수집방식의 합리성이란 컨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기 해서 당해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해 정보주체로부

터 직  수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집에 있어서의 정보주체의 동의는 반드시 일 수는 없다. 법률의 

의사가 사 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입법의사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우선하는 것이

다. 그 지만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요건은 언제나 충족되어야 한다. 즉, 수집기

은 정보주체에게 ⅰ) 어떤 법  근거 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ⅱ) 왜 정보를 수

집하는지, ⅲ)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ⅳ) 정보의 정확성ㆍ보안성을 

보장하기 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ⅴ) 정보제공이 강제 인 것인지 아니면 

임의 인 것인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ⅵ) 어떤 구제방법과 차가 

있는지 등을 정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6》목 구속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 은 (ⅰ)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목

의 특정성), (ⅱ) 그 후의 이용은 이 특정된 수집목 과 일치하여야 한다(목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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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공제한의 원칙

｢수집기  외부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사  동의 

는 분명한 인식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주체의 사  동의 없이도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집제한의 원칙이 요구하는 제공목 의 정당성ㆍ제공범 의 필요최

소성ㆍ제공방식의 합리성ㆍ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의 요건과 목 구속의 원칙이 

요구하는 목 의 특정성ㆍ목 의 일치성 요건이 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요

건의 수를 확보하기 해서는 가 언제 어떤 목 으로 어떤 개인자료에 근했

는지에 한 기록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존ㆍ 리되어야 한다.   

《8》정보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확성ㆍ최신성ㆍ 실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부

당하게 변경ㆍ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정확한 오류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상할 수 없는 실 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한 수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입력된 자료의 

내용이 시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정확성은 손상된다. DB 로

그램의 내재 인 문제로 인하여 출력된 개인정보가 체계 으로 왜곡될 수도 있으

며, 하드웨어의 오작동이나 리자의 실수에 의해 개인정보의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 컴퓨터결합의 과정에서 자료가 잘못 통합되거나 재분류되는 경우 출력

된 개인정보는 정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9》참여의 원칙

｢정보주체는 자신에 한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한 정보의 내용을 합리 인 기간 내에 합리 인 비용과 방법에 의해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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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형태로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는 정확성ㆍ시의성ㆍ 실성을 상실한 

자기정보를 수정ㆍ보완ㆍ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 

효과 인 구제수단을 보장받아야 한다.｣

설령 구제 차를 통해 구제결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도 기록된 개인정보

가 부정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는 진술을 그 기록 일에 어 넣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진술은 구히 당해 기록에 부착되어야 하고, 장차 기록에 한 정당한 제3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0》보안의 원칙

｢개인정보는 한 보안장치를 통해 내부자  외부자에 의한 불법 인 근ㆍ

사용ㆍ훼손ㆍ변조ㆍ공개 등의 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의 리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리주체에게는 상술한 원칙들이 지켜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12》감독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원칙의 이행 여부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문 이고 독립 인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한 훌륭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법

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제운용이 미숙하거나 권리실 이 사실상 불

가능 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충분히 실 될 수 없다. 

자기정보에 한 열람청구권과 갱신청구권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그 실 을 한 이니셔티 는 각 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

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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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범 하게 수집ㆍ축 ㆍ

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고, 이러한 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권리

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 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령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과 시스템공개의 원칙이 

잘 지켜져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

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법 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설령 그것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주도 하에 법원을 통한 그 복잡하고 장기 인 소

송 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한 개인정보처리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을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

문에 법 인 개인정보처리의 향은 그들 모두에게  같이 미칠 수 있다. 즉, 

법한 개인정보처리에 따르는 피해는 규모 이고 집단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언제나 사후 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

호에 있어서는 방 인 권리구제가 더욱 실히 요구된다. 때문에 문 이고 독

립 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3   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개념

1. 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비 보호의 개념구분

“ 라이버시”(privacy)와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는 완 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양자는 각각 그 외연을 달리하는 개념으로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정

보보호는 라이버시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라이버시(privacy) 는 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법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라이

버시라는 개념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 인 역(personal space)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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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자 하는 이익 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단일의 이익이 아니

고 여러 차원의 이익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 개념의 다의성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이 그 개념규정을 시도하여 왔으나 아직 완 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5) 

미연방 법원은 헌법상의 라이버시권이 두 가지 요한 내용의 보호법익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시하고 있다. 그 하나가 “사 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

는 이익”(interest in avoiding disclosure of personal matters)이며,  다른 하나는 “자

신의 요한 문제에 해 자율 이고 독자 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익”(in- 

terest in independence in making certain kinds of important decisions)46)
이 그것이다.47)  

한편, 1980년  이후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자  형태

로 무한히 축 ․처리되기 시작함에 따라 타인의 수 에 있는 개인정보에 한 정

보주체의 통제권을 나타내기 해 “정보 라이버시”(information or informational pri- 

vacy)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 다.48) 이처럼 미국의 라이버시 개념은 매우 

45) Colin J. Bennett, Regulating Privacy: Data Protection and Public Poli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25.

46)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47) Whalen v. Roe, 429 U.S. 589, 599～600 (1977). 미연방 법원이 인정하는 이러한 

두 가지 보호법익은 우리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제17조)에 의해 직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체로 헌법 제17조를 이 게 이해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컨 ,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1), 435～439면(“사
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 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

리”, “자유로이 사생활을 형성․ 하는 권리”);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1), 423면(“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

성과 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허 , 한국헌법론(박 사, 2001), 367면 

(“사생활의 내용과 양상이 나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나만의 역’이 나에게만 간

직될 수 있는 것을 사생활의 자유와 비 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우리 헌법 제17
조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일은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  인격권

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 소는 사생활자유권을 헌법 

제17조에서 근거를 찾지 않고, 독일의 에 따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한 내

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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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라이버시 개념을 사용할 때 주

의를 요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미국의 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이라는 용어에 한 우리의 번역술어로는 “사생활권”이라는 표 이 그 다의

성을 함께 나타내는 가장 한 것으로 단된다.

요컨 , 서구의 라이버시(privacy)라는 말은 사생활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가장 넓은 개념이다.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 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 (제18조)은 모두 라이버시의 개념에 

포섭된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는 라이버시의 한 내용으로서, “타인

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련해서” 당해 개인정보의 주체가 가지는 이

익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바로 이 이익을 담고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는 “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통신내용을 감청하거나 개인의 

사  비 을 들추어내어 이를 공표하는 행 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라이버시침해행 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은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련

해서 당해 개인정보의 주체가 가지는 이익(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한 

법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통 으로 사생활 “비 ”을 보호하기 한 형법  여

러 법률상의 비 보호규정과 통신비 보호법은 엄 히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비 보호법”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

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하고 집행함에 있어 매우 요한 이다. “개인정보”라고 

48) 한편, 미국의 Rosenbaum은 라이버시 개념의 이 같은 다의성을 세 가지 범주, 즉 

공간  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 개인  라이버시(Personal Privacy), 그리

고 정보 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로 나 어 악하고 있다. 상세는, Joseph I. 
Rosenbaum, Privacy on the Internet: Whose Information is it Anyway?, 38 Jurimetrics 
565, 566～67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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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개인에 한 “일체의” 정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에 비해 “사생활비 ”은 일

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개인에 한 사실로서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격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생활비

을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원칙 으로 지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한 외 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일반에 해 이 같은 사생활비 보호의 법리가 그 로 타당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조직이 유지되고 기능하기 해서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이용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유

통”과 “보호”를 히 조화하는 선에서 그 보호의 법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가 “합법 으

로” 수집되고 유통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사생활비 의 경우에

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과 유통이 원칙 으로 지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 

일반의 경우에는 그 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서 개인정보 자체를 

마치 사생활비 로 취 하는 태도나 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개인정보보호를 화함으로써 사회 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

통을 부당하게 막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련한 

우리의 규범  언어생활 속에 만연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개인정보침해”라는 

언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시하는 태도를 반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태도

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그 자체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와 련해서 당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이익 내지 권

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가 “침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

용은 사회 내 개인정보의 유통의 필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합리 으로 조화시키는 

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 에 비추어 볼 때, 국회에 제출된 “이은  기본법안”이 제1조에서 입법목

을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 한 이용을 보장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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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민간부문 일반법인 개인

정보보호법도 제1조에서 그 입법목 을 “개인정보를 취 하는 사업자가 수하여

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이익

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개인정보의 유통  이용이 일반

인 국민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 한 것으로서, 개인정

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가치도 이 법률의 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 법문에서 보호법익인 “개인의 권리이익”

이라 함은 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개인의 인격   재산 인 권리이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개인정보”와 “개인기록”의 개념 차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으로 “개인정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

의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을 

시해서 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이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라는 용어보

다 “개인기록” 내지 “개인자료”(personal data)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49) 

이 양자는 개인에 한 정보를 가리킨다는 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기록” 내

지 “자료”(data)라는 용어에는 개인에 한 개개 정보의 “묶음”이라는 함축이 담겨 

있다. 그리하여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기록에 포함된 정보”(the infor- 

mation contained in personal data)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 미국의 공공

부문 개인정보보호법인 ｢ 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도 보호 상이 되는 기

본단 로서 “개인기록”(record)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개인기

록”(record)이라는 개념은 개인정보 항목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통상은 여러 항

49)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일한 개념의 “Personenbezogene Daten”이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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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개인정보를 집합 으로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오늘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실제의 행을 보면, 이름․주소․ 화번

호 등 개인에 한 여러 정보들을 묶어 처리하고 있다.  그럴 때에 그 개인정보들

은 사회 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한 개인에 한 정보들의 “묶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기록”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

인기록”(record)과 그 속에 담긴 “개인정보”(information)의 보호에 한 법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 상으로 삼는 “개인정보” 혹은 “개인기록”이라 함은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한 일체의 정보”를 가리킨다. 따라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처리되는 어떤 개인에 한 정보는 보호의 상이 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기록인지를 어떻게 단할 것인가 하는 이다. 

외국의 입법례들은 이 문제에 한 답을 “개인기록”의 개념규정 속에서 어느 정

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인 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개인기

록”(record)을 이 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기록(record)이라 함은 행정기 이 보유하

는 개인에 한 정보(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의 개개 항목 는 그 집합을 말

한다. 그 기록에는 당해 개인의 교육,  거래(financial transactions), 병력(medi- 

cal history), 과(criminal history) 는 취업경력(employment history)에 한 정보가 

담기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당해 개인의 이름, 는 식별

번호나 식별부호 혹은 지문(finger print)․성문(voice print)․사진(photograph)과 같

은 당해 개인에게 고유한 식별자(identifying particular)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0) 

이처럼 미국의 라이버시법은 규율의 상이 되는 “개인기록”(record)안에 어

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식별자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이름, (ⅱ) 공 으로 부여한 식별번호나 식별부호, (ⅲ) 고유식

50) 5 U.S.C. §552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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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지문, 성문, 사진 등)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다면, 자우편주소

만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율범 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 미국의 라이버시법은  “개인기록” 외에 “통계기록”이라는 개념을 설정

하고 있다. “통계기록(statistical record)이라 함은 으로 통계  연구 는 보고 

목 으로 보유하는 개인기록시스템에 들어 있는 개인기록(a record)을 말한다. 이 통

계목 의 개인기록시스템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an identifiable individual)에 

하여 어떤 결정(any determination)을 내리는 데 체든 부분이든 일체 이용되지 아

니한다. 다만, 제13편 제8조가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U.S.C. 552 

a(a)(6)).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도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기록”(personal data)이라 함은 “신원이 확인된(identified) 는 신원확

인이 가능한(identifiable) 자연인(‘정보주체’ data subject)에 한 일체의 정보(any in- 

formation)를 말하며;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identifiable person)이란 직  는 간

으로, 특히 신원확인번호(an identification number)나 그의 신체 , 생리 , 정신

, 경제 , 문화  는 사회  동일성(identity)을 고유하게 나타내는 하나 는 그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51) 

국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도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기

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개인기록”(personal data)이라 함은 “신원확인

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한 기록(data)으로서, (a) 그 기록으로부터, 는 (b) 당

해 개인정보처리기 (data controller)이 보유하고 있거나 는 앞으로 보유하게 될 

다른 정보(information)로부터 신원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그리고 이 개인기록

에는 당해 개인에 한 일체의 의견표명  당해 개인과 련해서 개인정보처리기

이나 그 밖의 다른 사람이 드러낸 일체의 의향이 모두 포함된다.”52)  

51) EU 95/46/EC, 제2조 (a)항. 
52) Data Protection Act 1998,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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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도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기록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개인기록(Personenbezogene Daten; personal data)이라 함은 신원이 확인된 

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 Betroffener; data subject)이 처한 개인  내

지 객  상황에 한 일체의 언 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記述 등에 의하여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할 수 있고, 그로써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일본의 개념규정과 유사하게 우리의 공공부문 일반법인 ｢공공기 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

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

다.”(제2조 제2호).    

요컨 ,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상이 되는 “개인정보” 내지 “개인기록”은 어

도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연인에 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따라서 어도 처리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의해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컨 , 인터넷상에

서 비실명의 ID에 한 로그기록 등의 기록 일은 그 ID가 당해 인터넷서비스제공

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경

우에 그 기록 일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문제는 어떤 개인기록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단할 것

인가 하는 이다. 미국의 라이버시법은 개인식별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체 으

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에 해 아무런 언

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우리의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등”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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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성명․주민등록번호” 외에 “그와 비슷한 정도로 식별자로 기능할 수 있는 정

보”를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한편, “이은  기본법안”은 식별자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을 하지 않은 채 개인

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당해 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

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호). 

따라서 이 개념규정으로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기록인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

하게 되고, 향후의 용과정에서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향후 설립

될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이에 한 보충  해석을 통해 규율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률에서 어느 정도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으로 단된다. 

한편, “노회찬 법안”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상에 한 정보로

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소 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자(死

)에 한 정보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신상정보”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개인에 한 일체의 정보”이다.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듯이, 심지어 

개인에 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혜훈 법안”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당해 정보로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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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역감시체계의 세계  모델 

1. 유럽의 근방식: 일원 ․포  규제모델  

가. 정부 주도의 포  규제모델 

유럽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본질상 정치 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권

의 문제로 취 되며,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한 입법  보호장치에 이 맞추어

져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정치  에 의하면, 시민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에 해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53) 이러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 까지 

타인에게 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권리는 민주사회의 본질 인 구성요소로서 간주된다.  

이 모델 하에서는, 포 인 입법을 통해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모든 개인

정보처리에 해 총체 이고 반 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의 집행은 문 이고 독립된 감독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 구속의 원칙에서부

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그리고 집행  감독기구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의 공

정처리를 한 포 인 기 들을 설정하고 있다.54)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기본

원칙들은 모두 법 인 권리와 의무로 환되어 있다. 사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

호지침(95/46/EC)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각 회원국간의 국내법 원칙의 차이를 제

53)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8조; 1980년 유럽평의회 약(Convention No. 108); EU 지침(95/46/EC) 
(제1조 제1항은 지침의 목 이 “자연인의 기본 인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련한 자연인의 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선

언하고 있음) 등 참조.  
54)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해서는 Colin J. Bennett, op. cit.(각주 15), 

pp.153～192; Fred H. Cate,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1997), pp.32～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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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공통된 법원칙을 마련하기 한 것이었다. 물론 이들 입법의 구체 인 요건

과 그에 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입법정신의 기 에는 개인정보보호는 국

가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  인권이라는 공통된 입장이 깔려 있다. 

이러한 유럽모델의 이념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뒤에서 살피는 미

국의 자유주의 정치 통과는 달리, 유럽은 사회보장의 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근하고 있다. 미국이 사  계약에 의한 사회구성원리를 지향한다면, 유럽의 정치

통은 사회 체를 통합하여 국가를 창설하는, 그리하여 사회 내 권력을 국가에 포

이고 으로 이양하는 이른바 “사회계약”(Social Contract) 이론에 기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정치철학에서는, 개인이 그 속에서 자아발 을 도모하게 되는 사

회공동체가 구체 으로 조직되고 형성됨에 있어서 국가는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55) 그리고 시민의 자율은 법  권리의 뒷받침 하에서 효율 으

로 확보될 수 있다고 인식된다. 

이러한 정치 통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기본  인권보호의 에서 요구되는 정

치  명령이다.56) 시민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련해서 민간의 기업보다 정부를 더 신

뢰한다.57) 따라서 여기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공법의 한 역으로 다루어지게 된

다. 즉, 사회보장의 에서 국가는 개인정보처리기 과 정보주체 사이의 힘의 균

형을 맞추기 해 직 인 공법  규제를 통해 양자 사이에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그 규제는 모든 부문에 걸쳐 포 인 권리와 책임을 설정함으로써 방  차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55) Yves Poullet, “Data Protection Between Property and Liberties: A Civil Law Ap- 
proach”, in: Amongst Friends in Computers and Law(H.W.K. Kaspersen & A. Oskamp 
eds., 1990), pp.170～175. 

56) 랑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는 그 첫머리에서 “컴퓨터처리는 시민에게 사하여

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Law No. 78-17 of Jan 6, 1978, art. 1 <http://www.cnil.fr/ 
textes/text02.htm>

57) Herbert J. Spiro, “Priv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s”, in: Privacy Nomos ⅩⅢ(J. 
Roland Pennock & John W. Chapman eds., 1971),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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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  추세

지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포 인 개인정보보호법(comprehensive data protec- 

tion laws)은 개인정보처리를 규제하는 가장 기본 인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58) 

최근 들어서는 종래까지 포  규제모델을 채택하지 않았던 아시아  남미의 

국가들도 유럽모델의 향을 받아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 규율하는 포

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컨 , 아르헨티나는 2000년 10월 4일 개인정

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하 다.59)

한편, 캐나다와 호주는 통 으로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독

립된 개인정보감독기구(Privacy Commissioners)에 의해 규율하여 왔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1990년  들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원칙들을 민간

부문에 확장시키는 입법정책을 채택하 다. 이들 나라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기존

의 자율규제 형태가 미약하다는 을 인식하 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 들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으며,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역외 용에 

한 고려가 그 요인으로 작용하 다.60)

 

2. 미국의 근방식: 이원 ․부문별 입법모델 

가. 공공부문에서의 엄격한 공법  규제

개인정보에 한 미국의 통 인 보호모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이원 으로 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 의 개인정보처리에 해서

는 일 부터 보다 엄격한 공법  규제를 통해 인권으로서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58) Colin J. Bennett & Charles D. Raab, The Governance of Privacy: Policy Instruments 
in Global Perspective(Ashgate, 2003), p.101.

59) 문번역본은 <www.privacyinternational.org/countries/argentina/argentine-dpa.html> 
참조.

60) Bennett & Raab, op. cit.,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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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 다. 이처럼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유럽의 근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에서는 최 로 스웨덴이 1973년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를 규율하는 법률(Data Act of 1973)을 제정하 으며, 이후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

아, 랑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가 모두 1978년에, 국이 1984년에, 네덜란드가 

1988년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 다. 

그러나 미국은 스웨덴보다 1년 늦었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1974년에 공공부문

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인 ｢ 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을 제정하 다. 

그리고 이 법은 1988년에 공공기 간의 컴퓨터결합(computer matching)을 규제하기 

해서 제정된 ｢컴퓨터결합과 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61)
에 의해서 보완되었다. 

사실 미국은 인터넷 등 컴퓨터기술의 발 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정보사회에서 개

인정보처리와 련한 개인의 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을 세계에

서 가장 먼  인식한 나라 의 하나이다.62) 때문에 공공기 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

정보처리로부터 시민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해서 세계 두 번째로 공법  규제

를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했던 것이다. 1974년의 ｢ 라이버시법｣은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각 공공기 이 수하여야 할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은 유럽처럼 그 의무와 권리를 집행하는 독립된 감독기구

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통령 직속의 리 산

처(OMB)가 그 집행책임을 지고 있고,63) 나아가 법원에 의한 효과 인 권리구제 차

61) 동법의 구체  내용에 한 소개는, 변재옥, “입법소개: 1988년의 컴퓨터연결  

라이버시보호법”, 미국헌법연구 제1호(미국헌법연구소, 1990), 33～58면; 김
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7), 120 
～122면 참조. 

62) Henry H. Perrit Jr., Law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Wiley Law Publications, 
1996), p.88.  

63) 물론 OMB에 의한 집행체계는 강력하지는 않다. OMB가 감독책임을 맡고 있지만, 
문 인(dedicated) 보호기구는 아니다. 그리고 그의 향력은 산발 이고 무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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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해 놓고 있다.64)  

요컨 , 미국은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나 법집행기 의 행 에 해서는 

민간부문보다 강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에서 가장 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정부측의 개인정보처리에 해 제한을 가

하고 있는 것들이다. 컨 , 1974년의 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1974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74), 1978년의 융 라이버시권보호법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1986년의 기통신 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등을 들 수 있다. 

흔히 미국이 개인정보보호와 련해서 시장 심의 자율규제에 의존한다는 식의 

인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이 시장 심  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민간부문에서의 시장 심의 부문별 규제 

한편 미국은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유럽의 정치  근방식과는 달리 시장 심의 

경제  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장 심의 모델에서 정부의 역할은 훨씬 제한

이다. 정부에 의한 직 인 보호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에 더욱 의

존한다. 그리하여 산업계의 실무규약(code of practice)과 기업의 처리 행을 법률보

다 선호한다. 이 모델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정치 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 문제

라기보다 경제  역학 계의 문제로 취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한 논의는 

“시민”(citizens)이라기보다 “소비자”(consumers)라는 에서 주로 이루어진다.65) 

행사된다. R. Gellman, “Conflict and Overlap in Privacy Regulation: National, In- 
ternational, and Private”, in: B. Kahin & C. Nesson(eds.), Borders in Cyberspace 
(MIT Press, 1997). 

64)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 등 상세한 소개는, 김일환, “미국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0호(미국헌법학회, 1999), 325～400면 참조. 
65) 그 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상거래와 련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는 주로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보하기 해 설립된 연방거래 원회(FTC)의 소

사항이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원칙을 반한 경우 불공정거래행 로 취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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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 하에서, 법률은 단지 시장이 실패했다고 인정되는 특정 역의 구체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만 개입한다. 법률의 규제는 좁게 한정된 부분  보호에만 그

친다. 컨 , 미국의 ｢비디오 라이버시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은 비

디오가게에서 고객이 빌린 특정 화의 제목을 공개하는 것을 지하고 있을 뿐이

고,66) 인터넷상에서 스트리  비디오(streaming video)를 보는 람습 에 해서는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  보호의 근모델에 있어서는, 개인정

보보호의 기 을 설정하는 1차  원천은 자율규제인 것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는 의

회의 제정법에 의한 법  권리에 의해서라기보다 주로 산업계의 자율규범 내지 실

무규약이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간부문에서의 이러한 미국모델이 딛고 있는 이념  배경은 다음과 같다. 미국

의 정치체제는 기본 으로 Locke  자유주의(Lockean Liberalism)의 통을 가지고 

있다. 이 통에서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을 맞추는 제한정부(limited government)

가 강조되고, 정부가 사  계를 규율하는 것에 해 이념 으로 강한 거부감을 가

지고 있다. 로크의 사고에 의하면, 정부의 역할은 재산(property)의 보호에 있으며, 

정부는 억제되어야 할 힘이다.67) 개인정보보호와 련해서도 자유주의  근방식

은 사  권리를 선호하며,68) 정부의 직 인 개입에 기본 으로 거부반응을 보인다.69) 

규율된다.  
66) 18 U.S.C 2710-11(1994). 
67) John Locke,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1690)(Thomas P. Peardon ed., 

Liberal Arts Press, 1952), pp.70～82. 
68) 컨 , David W. Leebron, “The Right to Privacy’s Place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ort Law”, 41 Case W. Res. L. Rev. 769, 785-88(1991)(Brandeis의 라이버시에 

한 근방식이 자유주의  반다수결주의 음을 설명하고 있다). 
69) Herbert J. Spiro, “Priv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s”, in: Privacy Nomos ⅩⅢ(J. 

Roland Pennock & John W. Chapman eds., 1971), pp.121～128(미국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부보다 사  기 과 공유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반면, 유럽인

들은 그 반 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 하면서, 독일과 미국은 라이버시에 

해 정반 의 입장에 있는 반면, 국은 그 간에 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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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은 자유로운 정보유통(free flow of information)을 제1의 원리로 삼는 강

한 언론자유의 통을 가지고 있다.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사  활동과 자율을 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정부규제보다는 사  계약이야말로 개인정보보호의 

일차 인 法源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개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

하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0)

이러한 자유주의  통은 미국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들을 집행함에 있어

서 큰 의미를 가진다. 포 인 입법이 아닌 부문별 입법을 통한 근방법은 민간

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처리에 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살피면, 원칙 인 불간섭의 정치철학은 보호의 상이 되는 “개

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개념을 좁게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미

국에서의 논의를 보면, 공  기록에 담긴 정보(public record information)는 보호 상

인 개인정보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71)

자유주의 정치 통에서는 법보다 시장이 원칙 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정도를 결

정한다는 것에 해 기본 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 개인정보는 양도 가능한 상품으

로 인식되며, 개인의 자율은 개인정보의 매에 한 개인  결정능력에 달려 있게 

된다. 정부규제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과정에 인 으로 개입하는 것이 된다. 이

에 따라, 법은 개인정보가 어느 범 까지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에 한 실체  내용

을 규율하는 것이라기보다 시장형성과정(market process)을 규제하는 것에 을 

맞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시장이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들을 집행하게 될 것

70) Joel R. Reidenberg, “A New Legal Paradigm? Resolving Conflicting International 
Data Privacy Rules in Cyberspace”, 52 Stan. L. Rev. 1315, 1342(May, 2000). 

71) 컨 , Peter P. Swire & Robert E. Litan, None of Your Business: World Data Flows, 
Electronic Commerce, and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1998), p.36(미국

에서는 공  기록의 범 가 넓다는 을 지 하고 있다); Josh Mchugh, “Mind 
Readers”, Forbes, Nov. 29, 1999, at 188-89 <http://www. forbes.com/forbes/99/1129/ 
6413182s4.htm>(Yahoo!의 이용자 로 일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마

책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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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아직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3자 제

공을 규제하는 입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1998년에 이르러서 온라인상에서 아

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법률인 ｢아동온라인 라이버시보호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을 제정했을 뿐이다. 그 밖에 민간 역의 각 부

문별로 존재하는 입법들도 주로 개인정보의 정확성(accuracy)에 을 맞추고 있으

며, 정보주체에게 열람  정정청구권은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제5   우리나라 역감시체계의 황과 문제  

2006년 6월 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한 마디로 “이원 ․ 역별․

부분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원 ”이라 함은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역별”

이라 함은 민간부문에 있어서 일반법이 없이 개별 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

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분 ”이라 함은 민간부문에서 일반법이 없는 계로 규

율되지 못하고 있는 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나마 이러한 입법체계도 상당히 “불균형 ”이고 “불완 ”하다. 균형 잡힌 완

한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환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보호체계의 “불균형성”은 개인정보처리의 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

성이 큰 분야에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행 법제는 그

러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에서 확인될 수 있다. 높은 보호수 이 요구되는 공공

부문에서는 보호의 수 이나 집행체계가 매우 미약한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특히 

온라인과 신용정보 역에서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보호수 과 형사처벌  행

정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

은 참여모델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자정부의 효율성 이념과 가치에 압도되어 충

분한 역감시의 참여모델을 구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 으로 인

해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개인정보이용법”으로 락할 우려도 있다. 2004



70

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도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공부문에서는 그 보호수 과 집행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보

다 명확한 행 기 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호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호체계의 “불완 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첫째는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 에 속하지 못하는 역들이 다수 존재

한다는 에서 불완 하고, 둘째는 보호범 에서 제외되어 있는 역에서는 은둔모

델로서의 비 보호법만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가치를 도외시

하고 있다는 에서 불완 하다. 우리의 행 입법체계는 한 마디로 “이원 ․ 역

별․부분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각각의 보

호입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나마도 각 부문에서 존재하는 보호입법이 모든 역

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 많은 역이 비 보호를 한 은둔모델에 의

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환시켜야 할 것이다. 종래의 은둔모

델로서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행 공공부문의 집행체계 한 매우 불완 하고 미흡하다.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의 사 통보․ 보공고․열람공개는 그 용을 받지 않는 외가 지나치게 넓

어 시스템공개의 원칙을 충분히 구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행정자치부가 이러

한 시스템공개와 련하여 구체 인 지침을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등의 극

인 감독기능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 물론 행정자치부장 은 사후 으로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하는 공공기 에 하여 자료제출 요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자정부의 구 을 책임지는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이러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기  사이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자정부의 개념요소로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자정부의 가치

와 상반되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충실히 실 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기능

할 것을 기 하는 것은 애 부터 무리이다. 요컨 , 행의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의 개인정보감독기구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행의 공공기 개인

정보보호법은 공공기 의 법한 개인정보처리에 의문을 가진 정보주체나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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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불만이나 민원에 하여 법 반 여부를 조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별도의 

민원해결 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고충

처리 원회  국가인권 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는 있으나, 그 한 여러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행 민간부문의 집행체계는 온라인 역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그리고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의 극 인 보호기능을 제외하면 다른 역에

서는 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감독기능이 제 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일반 인 보호법이 없는 계로 민간부문 

체를 커버하는 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 존재하는 다른 기구도 주로 통 인 행정  집행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주로 사후  행정권의 발동을 통해 보호법의 반에 해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부문에서 민원처리  분쟁조정기

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요

컨 , 재 민간부문 체를 커버하는 형 인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따라서 향후 사 ․ 방 인 보호기능과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분쟁해

결기능을 함께 갖춘 독자 인 감독기구를 마련하는 일이 시 한 과제이다.  

제6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한 논의 

1. 법안심의의 황 

지난 3, 4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

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 히 지속되어 왔다. 2004년 후반기에 ｢공공기 의 개인

정보보호에 한 법률｣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

찬의원 표발의; 이하 “노회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5년 2월에는 열린우

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 다. 이들 법안이 제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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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 원회 소속의 특별 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 에 2005년 4월 11일 국가인권 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으로 의결하 다. 그러자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이후 열린우

리당은 2005년 7월 11일 개인정보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는 내용의 ｢개

인정보보호법안｣(이은 의원 표발의, 찬성자 145인; 이하 “이은  법안”)을 새로

이 제출하 다. 

이처럼 다양한 입법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정안과 제정안을 뜯어보

면 입법체계  집행체계와 련해서 다소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회찬 법안과 이은  법안의 두 기본법안은 그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 “보호의 가치”와 “이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

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매우 강력한 보호기 을 설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매

우 불명확한 행 기 에 의한 형사처벌  행정제재 주로 그 집행을 담보하고 있

어 실제의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이 두 기본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단계

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  는 사후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게 되면 개인정보의 보호는 충분히 강화되겠지만, 사회 으로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유통은 히 억제되어 자칫 사회 ․경제  기능이 경색되고 말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이 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이

혜훈 법안”)이 2005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혜훈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

호의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의 가치 한 충분히 인식한 균형 잡힌 법안으로 평가된

다. 체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

치 원회 수석 문 원은 2005년 12월  3개 법안에 해 원회에 검토보고를 한 

상태이다. 이후 2006년 6월 재까지 아무런 진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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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체계의 구축방안에 한 논의

가. 개  

행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입법체계가 “이원 ․ 역별․부분 ”이고, 두 가

지 차원에서 “불완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보호체계의 불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은 앞에서 지 하 다. 이러한 행의 입법체계로서는 

고도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처리의 이익과 필요를 수용하면서도 그 험성으로부터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에 해서는 학계와 시민

단체,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세

계 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종래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보호입법을 통한 공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에 해서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요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개인

정보보호법을 통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에 해서는 세계  합의가 있고, 우

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우리의 실에서 향후 어떤 입법체계를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별되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행과 유사

하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입법체계로 가져가자는 입장(분리입

법론)과 공공과 민간을 통합한 입법체계를 새로이 마련하자는 입장(통합입법론)이 

그것이다. 통합입법론은 다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처리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통

합일반법을 제정하자는 입장(통합일반법제정론)과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기본

법제정론)으로 나  수 있다. 이들 입법론은 실체법  문제, 즉 개인정보처리기 에

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주체에게 어떤 권리를 배분할 것인가에 한 문제뿐

만 아니라, 법집행체계, 즉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구성, 할범 , 권한 등에 한 입

장의 차이와 깊이 련되어 있다.  

다만, 분리입법론이든 통합입법론이든 모두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필요

하다는 에 해서는 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72)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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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제4장)을 떼어내어 민간의 모든 개인

정보처리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이른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안)｣

을 마련하여 2004년 5월 19일 입법 고(정보통신부공고 제2004-32호)를 하 다.  

나. 공공․민간 분리입법론 

분리입법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자

는 입장이다. 물론 일반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문에서 특별히 보호수

을 높일 필요가 있거나 는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이 특별이 더 높은 분야에서는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분리입법론은 이미 1993년에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제기되었

고  철되었던 주장이다. 당시 이 법률의 용 상에 민간부문도 포함하여야 한

다는 주장(통합입법론)이 제기된 바 있었다. 통합입법론이 제시하는 논거는 ⅰ) 기

업의 규모화  사회  책임이 강조되는 실에서 민간에 한 규제가 필요하다

는 , ⅱ) 민간부문의 정보수집이 자유의사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 ⅲ) 민간부문을 용 상에 포함

시키는 결과 래되는 비용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우선한다는  등이었다. 

이에 하여 민간부문을 용 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분리입법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 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개인정보의 수집근

거와 방법이 다르다는 이다. 즉 공공부문에서의 정보수집은 부분 법령에 근거

를 두고 의무 ․강제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민간부문에서는 계약에 의해 자

발 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부분이라는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의 용은 민간

의 경제  자율성을 해하기 쉽고 제도운 에 따르는 비용으로 인해 정보산업의 

축을 가져와 정보사회의 추진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크다는 이다. 셋째, 민간

72) 정 , “개인정보보호법제 황과 법제 정비의 필요성”, 정보통신부 주최 ｢민간

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정 공청회｣자료집, 14면; 임건면, “개인정보침

해에 한 민사법  응”,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하)(통권 제14호)(한국비교사

법학회, 2001), 1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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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행 법령의 정한 운 을 통해서, 즉 사생활보호에 한 행의 형법  

각종 개별법률의 엄격한 용을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73) 

결국 분리입법론이 철되었다.74)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4년 지 의 분리입법론은  과거의 분리입법론과는 논의

의 맥락이 완 히 같지 않다. 따라서  1993년의 분리입법론의 논거는 부분 으로만 

타당하다. 1993년의 분리입법론은 민간부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1995년 제정)과 온

라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1999년 제정)도 없던 상황에서 새로이 제정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을 민간부문에도 그 로 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상황

에서 개된 것이었다. 시장에서 정보기술이 험스러울 정도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정보화를 추진하려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

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 2004년의 분리입법론은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일반법

이 필요하다는 기본 제 하에 이 민간일반법을 공공부문 일반법과 분리시킬 것인가 

아니면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상황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1993년의 

분리입법론의 논거  첫 번째 논거만이 지 의 분리입법론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의 수집근거와 방법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

각 다르기 때문에 그 구체 인 법리나 규율내용이 다를 것이고, 따라서 양 부문을 

분리하여 보호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거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라이버시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5)

을 직 으로 구체

화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공공기 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이용․제공함에 있

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입법자의 명시 인 의사(법률)에 근

73) 이상의 설명은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한국공법학회, 2002), 248～249면에서 인용.  

74)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총무처, 1994), 26～28면 참조. 
75) 이 기본권의 헌법  근거는 헌법 제17조와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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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반면에, 민간기 이 개인정보를 수

집․처리․이용․제공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엄격한 제한이 그 로 

용될 수 없다. 즉 사 자치의 원리가 용되는 민간부문에서는 정보주체의 자유의

사에 의한 정보거래계약이 우선하게 되고, 따라서 법률  행정규제에 의한 개인정

보보호는 보완 인 것이다. 한 민간부문에 용되는 공법  성격의 개인정보보호

법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는  다른 상충하는 가치들, 컨  기업의 경우에는 

업의 자유,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 언론기 의 경우에는 언론․출

의 자유, 학술연구기 의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들 상충하는 

가치 사이를 정하게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76) 요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그 딛고 서 있는 법 인 근거와 원리가 완 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러한 논거는 타당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의해

야 할 이다.        

한편 이러한 이론  논의를 떠나 재 정부 내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분리입법론에 입각한 입법정책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자치부는 기존 공공기 개인

정보보호법의 소 부처로서 최근 이 법률의 취약성이 문제화되자 그 보호수 을 다

소 강화시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년 8월 21일 입법 고하 으며(행정자치부 공

고 제2003-124호), 정보통신부도 별도로 2004년 5월 19일 민간부문 일반법(제정안)

을 마련하여 입법 고하 다. 물론 이들 행정부처의 분리입법정책은 기성의 소 법

률에 한 장책임을 행 로 유지하거나 보다 확장하려는 분명한 의지의 발로로 

보인다.    

다. 통합입반법제정론 

통합입법론 에서 통합일반법제정론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처리를 동일하게 

76)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한국

공법학회, 2002), 250면; 이민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편논의와 개선방안”, 정보

통신정책 제16권 제1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35면은 같은 취지로 분리입

법론의 논거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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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는 통합일반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77) 첫

째,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정한 이용  리에 그 핵심이 있고, 정 리

라는 에서 보면 공공기 과 민간기 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더구나 험성의 측

면에서도 민간기 이 더 험할 수도 있다. 민간기업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덜 심을 가지고 따라서 오․남용의 

험성이 더 클 수 있다. 둘째, 라이버시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존엄

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최우선 으로 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업의 자유를 명분

으로 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것은 본말이 도된 것이다. 셋째, 공공기 이나 민

간기 이나 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과 그것이 법하다는 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 기  모두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동일한 법  규율을 

받아야 한다. 컨 ,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을 구별하여 보호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공공기 과 민간기 의 간 역에 치하는 기 의 경우에

는 어느 부문의 법의 용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요컨 , 이 통합일반법론은 개인정보보호가 공공기 이냐 민간기 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으며, 취 되는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컨 , 의료정보는 그 취 기 이 공공기 이든 민간기 이든 동일하게 엄격한 보

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78)  

따라서 이 통합일반법론이 반드시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통합일반

법에 의해서만 규율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별 역

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특별하게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일반법론을 주장하

77)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한국

공법학회, 2002), 251～252면의 주장을 정리한 것임. 그 밖에 같은 입장으로 정완

용, “ 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침해에 한 법  구제”, 인터넷법률 제10호 

(법무부, 2002), 101～102면; 최상호, “ 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특히 라

이버시  개인정보보호를 심으로－”,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하)(한국비교사

법학회, 2001), 998면. 
78) 황인호, 의 ,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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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황인호 박사는 이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 부문과 사 부문을 포

하는 통합일반법을 제정하고, 공 부문과 사 부문에서 개별분야의 특성에 따라 

그에 합한 개별법을 제․개정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사 부문에 있어서는 

사 자치의 원칙을 존 하여 민간사업자 등의 자율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에 해서는 자율규제를 인정하는 것이 일본과는 다르게 사 부문에서 개인정보보

호에 한 법제가 다수 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79)
고 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일반법론의 기조에 서서 재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시

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7개 시민사회단체
80)

로 구성된 ｢ 라이버시법

제정을 한연석회의｣는 2004년 5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을 마련하고 이를 토 로 공청회를 개최하 으며, 2004년 9월 24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의 후원 하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한 입법공청회”를 개

최하 다.81) 이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내 놓은 법안의 명칭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이지만, 그 실질 내용은  통합일반법론의 주장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을 포 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즉, 개인정보처리기 이 

수하여야 할 의무, 컴퓨터결합(computer matching)82)
에 한 제한, 정보주체의 권리

와 구제 차, 개인정보사 향평가제도, 그리고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회의 설립 등 상세한 실체법  내용과 감독기구  구제 차 등을 규정하

고 있다.   

79) 황인호, 의 , 248면. 
80) 문화연 , 민주사회를 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 연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

연 , 한국노동네트워크 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81) 이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구체 으로 조문화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제시하 으며, 이은우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골자”라는 제목으로 

입법안의 내용을 소개하 다. 
82) 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이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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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법제정론 

기본법제정론은  통합일반법제정론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을 포 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일반법제정론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차이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기본법－개별법”과 

“일반법－특별법”의 계에 해서는 여 히 불명확한 이 있다. 그러나 그 차이

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에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당해 분야에서 국가의 기본 인 정책방향이나 계획수

립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기본법이 있다. 교육기본법은 형 으로 이 유형에 속한

다고 하겠다. 교육기본법은 교육 역에서의 기본이념과 지향하는 가치를 선언하고, 

그 실 을 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추상 으로 선언하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구

체 인 행정권한을 수권하고 집행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 

계 개별 법률들에 한 하나의 해석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당해 분야의 각 개별입법에서 기본 이고 공통되는 개념이나 사항을 규정

하고 공통되는 권리구제 차나 권리구제기 을 설립하기 한 근거법률로서 기능

하는 기본법이 있다. 국세기본법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기본법에서도 

구체 인 행정권한의 수권이나 집행에 한 조항을 원칙 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사실상 일반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법이 있다. 당해 분야를 일반 으로 

규율하기 하여 행정권한을 수권하고 그 반에 해 행정제재나 형사제재를 규정

하는 등 집행법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된다. 물론 이 유형의 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정책방향이나 계획수립의 근거조항 

는 조직설립의 근거조항 등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기본법은 “기본법”이라기보다는 “일반법”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오용한다는 느낌을 다. 

개인정보보호와 련한 기본법제정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첫째와 

둘째 유형의 기본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개인정보보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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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가치의 선언, 개인정보보호를 한 국가의 

책무와 시책, 각 개별법에서 공통되는 기본개념들( 컨 , “개인정보”,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제3

자” 등)에 한 정의규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에 공통되는 기본원

칙의 선언, 효과 인 개인정보보호를 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과 활동의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개별 역별로 그 역의 특성에 맞추어 개인

정보처리기 이 수하여야 할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 이고 상세하게 규

정하고 그 반에 해 행정제재나 형사제재 등 집행수단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다

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컨 , 범죄수사정보보호법, 학생정보보호법, 유 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치정보보호법,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정보보호

법 등의 개별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 개별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 의 성

격”을 기 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나 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컨  유 정보보호법은 민간기업이 경제  목 에서 

수집․처리하는 유 정보뿐만 아니라 공공기 이 공익목 으로 수집․처리하는 

유정정보를 함께 규율의 상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와 같은 “기본법－개별법”의 입법체계는 다수의 개별법으로써  역

의 개인정보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다수의 개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그들 입법의 보호범 에 속하지 않는 역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결

국 보호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에서 상정한 기본법에는 보호를 한 실

체  규정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른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최 한의 보호를 

한 실체  규정, 즉 모든 개인정보처리기 이 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와 정보

주체의 권리, 그리고 반에 한 최 한의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 게 되면 

이 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동시에 “일반법”의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될 것이다. 

재 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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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은 “일반법”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기본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는 2003

년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일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결정

을 하 고, 2004년 2월에는 법률안의 작성 등 개인정보보호를 한 방안을 마련하

라는 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가 실무작업반

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정책토론회  문가포럼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

다.83) 그 결과물로서 2004년 7월 경 ｢개인정보보호기본법(시안)｣이 성안되었으나, 2004

년 9월 재 정부 내의 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치는 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실  안의 모색 

이상의 입법론들을 종합해 보면, 민간부문의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그를 통

해 재 존재하는 보호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에 해서는 이견이 없다.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새로이 마련되는 민간부문 일반법을 기성의 공공부문 일반법과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이다. 이들 입장은 두 가지 논 을 놓고 차이를 보인다. 첫

째 논 은 개인정보보호를 한 실체  규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 의 성격”

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가 하는 이고, 둘째 논 은 통합된 감독기구에 의한 감시체

계를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이다. 

우선 통합일반법제정론은 “기 의 성격”에 따라 보호의 실체  규율이 달라질 수

는 없으며, 동시에 통합감독기구에 의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분리입법정책은 주로 집행체계의 문제와 련되

어 있는데, 통합감독기구의 설립보다는 기존의 방식 로 각 행정부처에 의한 집행

체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기본법제정론은 기본법 안에 최 한의 일반

인 실체  규율을 담는 경우에는 사실상 통합일반법제정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

다. 즉 일반법의 성격도 가지면서, 통합감독기구에 의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감시하는 체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83) 2004년 4월 21일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004년 6월 2일, 6월 16
일, 그리고 6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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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우리 상황에서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가로놓여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실체  규율, 즉 개인정보처

리기 의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의 배분이 “기 의 성격”에 따라 달라야 하는가, 

아니면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야 하는가에 해 깊이 있는 법리   실증  연

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다. 둘째, 기성의 보호입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일반법

과 민간부문에서의 개별법이 각각 존재하여 왔고,  독립된 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각 행정기 이 기성의 보호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사

실이다. 이 은 백지상태에서 입법체계를 구상하기 어려운 실을 나타낸다. 

의 실을 감안하면서, 불완 하고 불균형 인 재의 입법체계를 보완하여 보

호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감독기구에 의한 방 이고 효과 인 감시체계를 마련

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 인 입법론

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통합입법이 이고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존하는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 으로 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 다면 공공부문 

일반법인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존치시키되, 보호의 불완 성을 개선하기 

하여 규율내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재의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은 많은 문제 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03년 8월 21

일 입법 고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것으로 단된다. 보다 강화된 개선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 의 개인정보처리가 보호법을 수하는

지 여부를 방 인 차원에서 그리고 상시 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구

의 존재가 필수 이다.  

한편, 민간부문 일반법은 새로이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 정보통신부

가 추진하는 민간부문 일반법은 몇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원래 온라인

의 특수성에 따른 강한 보호를 하여 마련되었던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

망법상의 개인정보호보규정)의 내용을 그 로 민간부문 일반법으로 가져가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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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일반법이 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의 일반 인 경제활동이 차 

고객정보의 처리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종래 온라인에 

용되던 높은 수 의 보호체계를 그 로 민간 일반에 가져가는 것은 경제활동에 심

각한 축을 래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권이 존재하고 있고  산업계의 자율규제의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

부터 높은 수 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신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민간부문

의 일반법에서는 최 한의 보호수 을 마련하고, 온라인,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높

은 보호수 과 특수한 규율이 필요한 역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일반법은 어떤 행정부처가 집행의 주체가 될 것인

지와 련해서 많은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다. 행정조직체계상 정보통신부나 특정 

행정부처가 모든 민간기업과 단체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론상  실제상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 바로 이러한 집

행 할의 문제와 더불어 집행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립이 요

구되는 것이다. 일반 으로 행정부처의 집행권한은 사후 인 것이다. 그러나 효과

인 개인정보보호는 사후 인 집행권한의 행사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방 이

고 상시 인 감시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요컨 ,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떼어내어 가칭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 정보통

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오 라인 역은 새로이 제정되는 민간의 일반법에서 흡수하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반법은 최 한의 보호수 으로 실체  규율내용을 담고, 

아울러 독자 인 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게 되면 남는 문제는 감독기구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분리하여 둘 것인

가 하는 문제이다. 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들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법리와 구체 인 규율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

도, 방 인 감시의 체계는 동일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



84

일 으로 감시․감독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요구된다. 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한 통합일반법제정론이나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가 상정하는 기본법제정론은 모

두 이 독립된 통합감독기구의 구성에 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공공․민간 분리입법론에서도,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입법정책을 제외한

다면, 일반법을 각각 분리하더라도 감독기구의 통합을 반 할 이유는 없다. 

그 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각각 두면서, 양 부문의 개인정보처리를 모두 감시․감독하고 

재  외 분쟁해결기능을 통합 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한 가

칭 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와 시책, 기본개념의 정의, 개인정

보처리의 기본원칙을 담고, 거기에 통합된 감독기구의 설립근거와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두고,  특수한 역에는 특

별법을 두는 것이다. 

재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가 추진하는 기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용되는 실체 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일반법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는데, 그 게 되

면 재의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계가 문제된다. 두 법이 모두 존재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일반법이 두 개 존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입법체계를 차용하는 방안인데,  둘째의 기본법과 민간부문 일반

법을 단일의 법률에 포섭시키는 방안이다. 입법경제 인 에서 유용할는지 모르

나 다소 기형 인 입법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단컨 ,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두 번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방안도 

고려의 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3. 집행체계의 구축방안에 한 논의

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통합과 분리에 한 논의  

감독기구를 마련한다고 할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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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구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양 부문을 통할하여 감독하는 통합된 감독기

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하여 립된 입장이 있다.  

에서 살핀 입법체계에 한 논의  통합일반법제정론과 기본법제정론은 모두 

통합된 감독기구의 설립을 기본 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다수는 통합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하여 왔다.84) 한편, 단기 으로는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일반법을 제정하고 장기 으로는 통합기본법을 제

정하자는 입장에서도 감독기구는 공공과 민간을 총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85) 

그러나 이러한 통합론에 하여 분리론도 제기되어 있다. 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창범 박사는 감독기구를 통합할 경우 우리 실에서

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가 축될 우려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함께 장하는 라이버시보호기구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민간부문의 라이버시침해는 그 침

해의 태양과 과정이 공공부문과 근본 으로 다르고 침해구제수단도 다르다. 공공부

문에 하여는 국가기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고도의 독립된 국가기 에서 라이

버시 문제를 장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에 하여는 보다 소 트하고 유연한 조직에

서 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하지 아

니하는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라이버시보호기구의 상이 착실히 발 해 왔

84) 정 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법정책 고찰”, ｢ 라이버시보호법제, 어떤 모습이어

야 하는가?｣(9개 시민사회단체 연속 워크  제2회, 2003. 8. 21); 권헌 , “ 자정

부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 ”, 정보화정책 제11권 제3호(한국 산원, 2004), 
72면; 장여경, “한국의 라이버시보호 감독기구의 상과 역할”, ｢ 라이버시보

호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9개 시민사회단체 연속 워크  제2회, 2003. 8. 
21); 최경진, “개인정보의 법  규율과 련한 공  역과 사  역의 구별 여

부”, ｢ 라이버시보호법제의 규율 상과 범 ｣(9개 시민사회단체 연속 워크  제

3회, 2003. 8. 26) 등 참조. 
85) 이민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편논의와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 제16권 제1

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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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라이버시보호가 민간부

문으로까지 확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정반 로 민간부분과 공

공부문이 각기 별도의 과정을 통해 라이버시보호제도가 발 해 왔고, 공공부문에

서는 아직도 라이버시보호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실 인 

측면에서도 두 개의 역을 통합할 경우 민간부문까지 라이버시보호가 축될 우

려가 있다.”86) 

한편, 감독기구를 통합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남겨 두고 아직은 통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두 부문을 통합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남겨놓더라도 우선 당장 통합하여야 할 필

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자는 국가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

여 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장하고 상

업 인 목 으로 이를 가공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개인

정보에 한 침해를 받더라도 자는 많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외 사유에 해당하

거나 공공기 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험에 그치는 데 비하여 후자는 불

특정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원칙 않는 고, 매권유 심지어는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자는 부 등한 정부나 공공기 을 상 하게 되므로 힘 있

는 국가기 이 피해를 호소하는 정보주체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반하는 사기업을 지속 으로 감시․추 하고 제재를 가하는 일에 효

율 인 독립된 기 이 개입하여 정보주체를 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제도개

선 방안에 있어서도 자는 공공기 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반면, 후자는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에 한 홍보와 계몽이 요하고 외 인 홍보활

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87)  

 두 분리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침해의 태양이 다르고 따라서 보

86) 이창범, “ 행 라이버시 보호 담당기구의 성과와 한계”, ｢ 라이버시 보호 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9개 시민단체 연속 워크  제2회, 2003. 8. 21), 21～22면.  

87) 박훤일․박균성,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상호주의 이행방안 연구(한국정보보

호진흥원, 2001), 9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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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수 이나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을 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개인정보처리에 하여 감시․감독하는 기능과 이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감시․감독기능이 공

공과 민간에 있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통합된 감독기구에 의하

더라도 필요하다면 공공과 민간에 따라서 구체 인 감시․감독기능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굳이 별도로 감독기구를 두는 것은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 통합감독기구를 두는 경우 민간부문에서 라이버시보호가 오히려 축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부문에서 재 라이버시보호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제에 기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주장은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의 역할과 기

능이 재의 수 을 고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수 을 강화하고자 한

다는 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래 나.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해 좀 

더 논증하고자 한다.      

나. 통합의 필요성 

물론 개인정보처리의 험성의 정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다르고, 민

간부문 내에서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여러 개인정보처리기 들이 존재하면서 상이한 목 에 따라 개별 인 

DB를 구축하고 있지만, 공공기  내의 이들 개인정보DB는 공익이라는 단일의 

에서 언제든지 용이하게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민간

부분에서는 수많은 개별 기업들이 각자 독립된 법  주체로서 서로 립되는 이해

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개인정보DB를 통합하기란 어렵고 통합하더라도 

부분 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그만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의 험성이 민간

부문의 그것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

보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리하여 조율해야 되는 상반되는 가치가 반드시 동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법리와 민

간부문에서의 법리가 구체 인 측면에서는 각각 다를 수 있고, 민간부문 내에서도 

의료정보나 생체정보, 융정보, 온라인정보 등 각 개인정보의 성격이 다르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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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험성의 정도가 달라서 구체 인 규율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요청, 즉 정보주체는 자신에 한 정보가 

구에 의해 어떤 목 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

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나 동일

하다. 더구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엄 히 구분한다는 것

이 무의미한 경우도 지 않다. 놀라운 속도로 발 해가고 있는 정보기술은 개인정

보보호와 련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일단 개인정

보가 디지털형태로 변환되고 네트워크상에서 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 개인

정보는 부문의 경계를 넘어 결합되거나 공유될 수 있다.88) 

요컨 ,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과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이념이 단일의 감독기구

에 의해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함께 실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감독기구의 통합은 정보주체인 시민의 권리를 실 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 이다.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민간부문이나 공

공부문이나 그 어디에서 처리되고 있든 상 없이 단일의 통합기구에서 통일되게 감

독기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권리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통합된 감독기구라는 단일의 창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에서 감독기구의 통합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국가 인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종합 인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

는 일은 통합된 감독기구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단일의 감독기구가 각 

부문별 차이 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고 효과 인 법의 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 통합된 감독기구가 

개인정보침해기술(PITs)과 개인정보보호기술(PETs)이 미치는 향에 한 분석과 

연구를 통합 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88) Paul M. Schwartz & Joel R. Reidenberg, Data Privacy Law: A Study of United States 
Data Protection(Michie Law Publishers, 1996), p.20. 



제 3 장  라이버시의 개념  역감시체계에 한 분석과 망   89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국내법제의 역을 벗어나 범세계  성격을 띠

게 되었다. 이것은 국내법제만으로는 국경이 없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효

과 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된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를 

한 범세계  차원의 원칙과 집행기 을 마련하는 데 국제 력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이처럼 향후 더욱 요시 될 국제 력 계에서 한국의 상을 높이고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통합된 감독기구의 존재가 필수 이다. 

비교법  에서 보더라도 감독기구의 통합은 세계 인 상이다. 재 유럽연

합(European Union)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소속 국가들을 비롯한 부분

의 국가들은 단일의 통합된 감독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수 여부를 감시ㆍ감독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권리구제기능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기구의 통합 상은 최근의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확인된다. 호주의 개

인정보보호법은 연방차원에서 1989년 1월 1일에 발효된 ｢ 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8)이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공공부

문의 일반법으로서 마련되었으나, 2000년 12월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

기 한 법개정[Privacy Amendment (Private Sector) Act 2000](2001년 12월 21일 발효)

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기능

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이 단일의 일반법에서 함께 규율되고 있

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한 각 규율체계는 완 히 동일하지는 않다. 즉 공공

부분과 민간부문의 집행체계를 다소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 부문에 한 

집행책임을 함께 맡고 있는 기 은 단일의 독립된 연방 라이버시보호청(Office of 

the Federal Privacy Commissioner)이다.  

한 캐나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반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만, 감독기구

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장하는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요컨 ,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새로이 설립하는 마당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

리해서 각각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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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기능과 권한 

1) 세계  흐름: 7가지의 기능과 권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는 7가지의 서로 연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ⅰ) 옴부즈맨(ombudsmen)으로서, ⅱ) 감사 (auditor)으로서, 

ⅲ) 자문역(con- sultant)으로서, ⅳ) 교육자(educator)로서, ⅴ) 교섭자(negotiator)로서, 

ⅵ) 정책조언자(policy adviser)로서, 그리고 ⅶ) 집행자(enforcer)로서의 역할과 기능

이 그것이다. 

물론 모든 감독기구가 이 모든 역할을 동일한 비 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아니

다. 한 이들 기능이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의해서만 배타 으로 수행되는 것도 아

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다른 정부부처도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요한 책임을 떠

맡기도 한다. 그 지만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책임자는 어도 와 같은 역할들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

서는 이들 기능에 하여 구체 으로 살핀다.89)

① 옴부즈맨(ombudsmen)으로서의 개인정보감독기구 

우선 모든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은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complaints)을 

수받고, 사실 계를 조사하며, 그리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민원의 수․조사․해결”(the receipt, investigation, and resolution of com- 

plaints)이라고 하는 옴부즈맨의 통 인 기능은 모든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효율

인 감독기능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 것이다. 비록 그것이 시간을 소요하고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해서 

어떤 권한들이 감독기구에 주어져야 할 것인지에 해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다양성이 있긴 하지만, 체로 이들 권한으로는 ⅰ) 개인정보처리기 의 

89) 이들 기능에 한 설명은 Colin J. Bennett & Charles D. Raab, The Governance of 
Privacy: Policy Instruments in Global Perspective (Ashgate, 2003), pp.109～114에서 

크게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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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에 출입하는 권한, ⅱ)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산출된 련 기록을 요구할 수 있

는 권한, 그리고 ⅲ) 개인정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들 

수 있다. 이와 련해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정보주체에 의한 민원신청이 없더

라도 감독기구가 독자 으로 법 반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기구의 직권에 의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민원해결(resolution)의 방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컨  

국에서와 같이 구속력 있는 집행명령(binding enforcement order)의 형태에서부터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 같이 구속력이 약한 권고(less mandatory recommendations)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화해(conciliation)와 조정(mediation)에 의존하는 감독기구들은 개인정보처리

기 이 일반인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해서 민원제기에 해 극 으

로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에 의존하게 되는데, 감독기구로서는 그러한 경향을 

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감사 (auditor)으로서의 개인정보감독기구

민원의 조사와 해결은 그 본질이 수동 이고 소극 인 과정(reactive processes)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여러 소스에 근거해서 특정 개인정보처리기 의 처리

행태에 해 의심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기 이나 특정 기술에 하여 보다 

일반 인 감사(more general audits)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audits)는 보다 체계 일 

뿐만 아니라 구체 인 민원제기에 따른 조사에 비하면 덜 립 이다. 

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은 그 설립 기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90) 독일의 감독기구들은 한 개인정보처리기  내에서 이루어지

는 개인정보처리의 모든 측면에 한 조사기법을 발 시켜 왔다.91) 

90) David H. Flaherty, Protecting Privacy in Surveillance Societie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weden, Franc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1989), p.77. 

91) Colin J. Bennett, Regulating Privacy: Data Protection and Public Poli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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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그것을 얼마나 자주 행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지닌다.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감사 로그램(an audit programme)은 비

록 연방 라이버시법(Privacy Act)에서 그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처음부

터 연방 라이버시보호청의 상시 인 업무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 밖에 캐나다의 

주 차원에서는 보다 비공식 인 장방문(site visit)이 행하여질 수 있다. 컨 , 캐

나다의 British Columbia주의 개인정보보호청장이었던 David Flaherty는 보호청장 당

시 당해 주의 규모 공공기 에 하여 비공식 이고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장방문(site visit)을 구하기도 하 다고 한다.92) 

한편, 일부 국가의 보호법은 명시 으로 감독기구에게 감사기능(auditing function)

을 부여하고 있다. 컨 , 캐나다 연방 차원의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인 개인정

보보호 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은 

감사기능이 주의 개인정보보호청(provincial commissioners)이나 회계법인(accounting 

firms) 는 표 인증기구(standards certification bodies)에게 임될 수 있음을 정

하고 있다.

표 (a standard)을 설정하는 것은 실무규약(code of practice)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표 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수 여부를 평가하는 공

통된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 법의 수 여부를 독자 이고 정규 으

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청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공인된 감사기 (accre- 

dited auditors)에 의해서 감사가 실시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③ 자문역(consultant)으로서 개인정보감독기구

감사권한이 있든 없든, 모든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은 각 개별 개인정보처리기 에

게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수할 수 있는지에 하여 언제나 조언과 자문

을 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행은 법  권한의 존부를 떠나서 개인정보감독기구

92) David H. Flaherty, “How to Do a Privacy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Site Visit” 
<http://www. oipcbc.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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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후

에 강제력을 발동하기보다는 사 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조

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자문과 조언은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립  

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그 립  계는 많은 

비용을 요하고 비효율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이버시 침해 인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자문역할과 기능은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통상 개인정보처리기

들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수하게 되는지 여부를 미

리 알고자 한다. 이러한 자문기능(consultative function)은 흔히 비공식 인 차 밖

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감독기구는 나 에 당해 처리기 에 한 민

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 자문과 조언을 그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신 하

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④ 교육자(educator)로서의 개인정보감독기구

개별 인 자문기능 외에,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보다 범 한 교육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보다 큰 차원에서 감시의 문제와 라이버시 문제를 분석․연구하고  

개인정보처리기 과 정보주체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며 정부와 사회 반에 걸쳐 

라이버시 보호 문화(culture of privacy protection)를 진시키는 것은 매우 요한 

기능이다. 세계의 모든 감독기구는 이러한 기능을 부여받고 있으며, 다만 그 활동범

와 강도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록 한정된 자원이긴 하지만,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의 이념과 보호

원칙들을 이해시키고 라이버시보호문화를 신장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세계

으로도 각국의 감독기구들은 이러한 기능과 련해서 흥미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

고 있다. 

컨 , 캐나다의 연방 라이버시보호청(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은 민간부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 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 

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정확히 그리고 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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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해 “기업과 단체를 한 지침”(Guide for Businesses and Organizations)을 공

표하고 있다.93) 이 지침은 법률의 이행을 확보하기 하여 법률의 규율범 , 공정정

보처리의 원칙들, 권리구제 차 등을 알기 쉬운 언어로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의 연방 라이버시보호청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법률

을 수할 수 있는지를 돕기 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94) 한편, 캐

나다 Ontario주의 감독기구인 정보 라이버시보호청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수 

여부에 한 자가진단과 자체평가를 돕기 하여 “ 라이버시 진단 툴”(Privacy Dia- 

gnostic Tool)을 주요 회계법인들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표해 놓고 있다.95)  

그 밖에도 각국의 감독기구들은 이처럼 법 수를 한 자가진단 로그램을 개발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컨 , 홍콩의 라이버시보호청(PCO: Office of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은 2000년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

보처리기 들이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의 수 여부에 

한 자체평가를 돕기 하여 “Privacy.SAFE: Guidance Notes for Self-Assessment”를 

개발하여 공표하 다. 

한 감독기구들은 일반인들을 한 교육과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컨 ,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청은 개인정

보보호법의 내용,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와 구제 차 등을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우

체국에 비치하고 있다. 

그 밖에 각국의 감독기구의 장들은 개인정보보호의 요성을 알리는 연설이나 발

표활동에 극성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감독기구들은 특별한 역이나 기

술분야에 있어서의 라이버시 쟁 들을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때때로 

여론조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 연구결과물인 각종의 보고서들은 새로운 기술에 

내재된 라이버시 험을 정부나 기업 그리고 일반인에게 경고하는 매우 유용한 수

93) 이 지침의 내용은 <http://www.privcom.gc.ca/information/guide_e.asp> 참조. 
94) 이들 정보자원들은 <http://www.privcom.gc.ca/ekit/ekit_e.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95) “ 라이버시 진단 툴”의 내용은 <http://www.privcom.gc.ca/ekit/ct_01_e.a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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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⑤ 정책조언자(policy adviser)로서의 개인정보감독기구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부분 개인정보감독기구에게 새로운 입법안이 라이

버시보호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자동개인기록시스템이 어

떤 향을 미칠 것인지에 하여 논평이나 조언을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컨

, 캐나다의 공공부문 보호법인 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연방 라이버시보호

청에게 그 할 범  내에서 특정 쟁 에 하여 의회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96)  

많은 나라에서 그러하지만, 컨  캐나다의 경우 연방 라이버시보호청은 인구

조사과정(census process)에서 항상 연방정부와 충돌과 갈등을 빚고 있다.97) 한편, 

국의 경우 정보보호청장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확 와 사기방지를 한 범 한 정

보공유(extensive datasharing)를 계획하는 정부안에 하여 그것이 가지는 라이버

시 향에 하여 정책  조언을 한 바 있다.98)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 라이버시 향평가서” 

(privacy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도록 요구된다.99) 

한 각국의 감독기구들은 의회의 청문 차에서 흔히 련 쟁 에 해 증언을 

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에 응해서 반 입장을 공식 으로 표명하기도 한다. 후

자의 잘 알려진 사례로서는 1995년에 국의 내무부(Home Office)가 추진하려고 했

96) Privacy Act, Sec. 39(1). 
97) Canada,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OPC), Annual Report 1999～2000(Mini- 

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Ottawa, 2000), pp.49～52 참조. 
98) United Kingdom,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 Cabinet Office, Privacy and Data- 

Sharing: The Way Forward for Public Services(Cabinet Office, 2002) 참조.
<http://www.number-10.gov.uk/su/privacy/downloads/piu-data.pdf> 

99) 미국과 캐나다의 라이버시 향평가제도에 해서는 구병문, “ 라이버시 향

평가 제도의 국내법  도입방안－공공부문을 심으로－”, ｢제3차 개인정보보호 

정책 포럼｣(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2004. 6. 16), 38～46면; 이규정․구병문, 공
공부문 라이버시 향평가제도(한국 산원,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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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신분카드제에 해 당시의 감독기구 던 정보등록청(UK Registrar: 지 의 Infor- 

mation Commissioner의 신)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보등

록청은 내무부의 사실조사와는 별도로 신분카드제에 한 국민의 태도를 자체 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 다. 

⑥ 자율규제의 조정자(negotiator)로서의 개인정보감독기구

일부 국가의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민간기 의 자율규제규범인 실무규약(privacy code 

of practice)에 하여 상하는 책무를 명시 으로 부여받고 있다. 

자율규제규범으로서의 실무규약은 비록 국가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더라

도 그 자체 뚜렷한 장 을 가지고 있다. 이 실무규약을 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

이한 부문과 역에서 독특하게 안고 있는 라이버시 문제에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실무규약은 매우 유연한 규범이며 경제상황과 기술발 의 변화

에 쉽게 응해 나갈 수 있다. 실무규약은 한 수범기 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보

호정책(privacy policy)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개인정보처리행태에 한 의심

을 제거할 수 있게 하여 다. 요컨 , 실무규약은 감독기구와 수범기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규범인 실무규약과 국가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계와 련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무규약을 활용하거나 장려해 온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

해 보면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를 지닌 3가지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엄격한 모델로서, 뉴질랜드의 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100) 뉴질랜드 방식의 핵심 포인트는 라이버시법에 따라 의하여 

결정된 실무규약은 법  구속력(the force of law)을 가진다는 이다. 따라서 승인된 

실무규약을 반하는 것은 라이버시법에서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 결과 법이 정한 민원처리 차  집행 차가 작동하게 된다. 

두 번째 모델은 다소 유연한 방식으로서 네덜란드의 방식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100) New Zealand Privacy Act 1993, Secs. 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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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많은 에서 뉴질랜드와 비슷하고  실무규약에 한 신 한 상과정을 

담고 있긴 하지만, 종국 으로 그 실무규약은 법원에 하여 정식의 구속력을 가지

지 않는다. 물론 만일 특정의 개인정보처리기 이 그 실무규약이 요구하는 사항들

을 수하 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실무규약의 규정을 반하 다는 원고의 입증이 있다면, 그것은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근거지우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그러므로 실무규약은 직 인 것은 아니지만 간 인 법  효과를 갖는다. 

세 번째 모델은 국과 캐나다가 취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단순히 

감독기구에게 실무규약의 제정을 구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 

있어서 실무규약은 간 인 법  효과도 갖지 않는다. 사실 이 세 번째 모델은 유

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27조가 정하고 있는 바이다. 

포 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입법체계에 있어서 이 자율규제규범인 

실무규약의 활용에는 요한 딜 마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감독기구가 

실무규약을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실무규약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과 상충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고 그 게 되면 법의 용과 집행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만일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와 같이 보다 정식의 

승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본래 자율규제의 유연성을 인정하고자 의도된 

실무규약의 제정을 료화하는 결과가 래될 수 있다. 

한 실무규약의 활용이 가지는 장 은 몇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 약화될 수도 있

는데, 컨  일부 역에서 실무규약이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역 안에서 

경쟁 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무규약의 용에 어려움이 래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 실무규약의 용범 가 애매하거나 복되는 경우에는 그 실무규약을 제

정한 단체가 충분한 표성을 가지는지에 해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⑦ 집행자(enforcer)로서의 개인정보감독기구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기능과 권한 에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이행을 직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이 요한 문제가 된다. 이 집행권한은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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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행 를 변경하도록 직  명령하는 것으로서, 조사  권고기능과는 구별된다. 

논자에 따라서는 집행자로서의 기능보다는 권고  기능에 더 을 두어야 한다

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만일 개인정보처리기 이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효과 인 제재

가 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논자들은 설령 집행권한이 드물게 행사되더라도 그 권한

의 존재 자체가 수범기 의 법 수를 이끌어내는 효과 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

한다. 더구나 수범기 인 공공기 과 민간기 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용함에 있

어서 확실성과 일 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식의 집행권한을 행사하는 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의 용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 의 일 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보장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이 수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종국 인 권리구제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각 개인정보보호법은 감독기구에 의한 민원해결 차에 하여 법원에서 재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은 문의 설명 

제55호(Recital 55)에서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기 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존 하지 않는 경우에, 회원국의 국내법은 사법  구제 차를 제공

해 주어야 하며… 법한 정보처리로 인해 입은 피해는 당해 개인정보처리기 이 

보상하여야 하고… 이 지침에 따라 취하여진 국내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사법  는 공법  제재가 가하여져야 한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  문 이고 기술 인 분쟁을 다루기에는 법원이 

반드시 가장 합한 기 은 아니라는 단 하에, 사법  기능(quasi-judicial func- 

tion)을 수행하는 문가집단으로 구성되는 소규모의 심 원(tribunal)를 설립하고 있

다. 컨 , 국은 1998년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서 정보보호심

원(Data Protection Tribunal)을 설립하고, 정보보호청장(Information Commissioner)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개인정보처리기 이 정보보호심 원에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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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심 원은 필요하다면 문가패 로 구성되기도 한

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라이버시보호청장(Privacy Commi- 

ssioner)의 사실인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1977년의 인권 원회법(Human Rights 

Commission Act of 1977)에 따라 설립된 “민원심사원”(Complaints Review Tribunal)

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101)  

2) 향후 통합감독기구의 기능과 권한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집행권한을 가진 통 인 행정기 은 아니다. 한 반드시 

국가의 정보정책에 한 결정기 일 필요도 없다.102)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주된 기능은 크게 방  기능, 사후  민원해결기능, 정책조

언기능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의 험성을 사 ․ 방

인 차원에서 막기 하여 개인정보처리기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체  규정(개

인정보처리원칙을 구체화한 처리기 의 의무규정들)을 수하도록 사 에 유도하

는 기능이다(“ 방  기능”). 에서 살핀 감사기능, 자문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자

율규제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은 이러한 방  기능의 일환이다. 

둘째, 사후 인 민원해결기능이다. 즉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을 수받

고, 사실 계를 조사하며, 그리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민원의 수․조사․해결”이라고 하는 옴부즈맨의 통 인 기능은 모든 개인정

101) New Zealand, Privacy Act 1993, Sec. 82. 
102) 김일환 교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직 인 민주  정당성의 결여 때문에 입

법부나 행정부 신에 감독기구가 정보정책에 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정당

하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다.”고 지 하고 있다.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7), 198면. 
한편, 정 화 교수는 “우리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에 있어서 요한 기 과 

법제모델로서 유럽연합의 주요국가의 개인정보입법의 운용실태와 감독기구의 

법  지 와 권한을 충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만 국가마다 사회문화와 법문

화가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독기구의 도입을 한 법제화는 한국인의 

개인정보에 한 이해와 견해  의식을 바탕으로 기술 ․사회 인 복합요소를 

반 하여야 한다.”고 히 지 하고 있다. 정 화, 앞의 (각주 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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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체계의 효율 인 감독기능에 있어서 핵심 인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민원의 

해결방식은 침해의 태양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해를 유도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 차를 진행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을 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한 법 반인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는 행정  제재권한을 가진 집행기 에게 행정  제재(징계 는 과태료부과 등)

를 권유하는 등 다양하다.   

셋째, 국가의 정보정책에 한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다(“정책조언기능”).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기능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담당하는 몫이고, 개인정보감

독기구는 그러한 정책결정에 조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해야 한다.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이상의 세 가지 기능을 마땅히 수행해야 하고, 그러

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조직의 구성과 산확보의 측면에서 충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다만, 새로운 통합감독기구에게 집행권한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실

상황과 연 지어 진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 집행권한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이

행을 해 수범기 의 행 를 변경하도록 직  명령하는 권한이다. 컨 , 개인정

보처리원칙을 구체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을 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시키거나, 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작동을 

지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 반에 해 과태료 등의 제재권한

을 발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권, 즉 집행권한을 가지는 감독기구는 

통 인 행정기 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게 된다. 컨 , 재의 공정거래 원회

나 융감독 원회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통합감독기구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그 감독의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공공기 에 하여 이 게 강력한 집행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그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이다.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

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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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컨 , 공공기 의 법행 를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직 인 명령에 

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간 인 집행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

효할 수 있다. 컨 , 법사실의 공표, 국회나 상 감독기 에의 통지, 여론조성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도 공공기 의 법 반을 효과 으로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시 에서는 처음부터 강력한 집행권한을 가진 

감독기구를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나 기 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

태로 감독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감독기구의  세 가지 기본기능, 

즉 방  기능, 사후  민원해결기능, 정책조언기능의 활성화에 집 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고,  설립 이후 감독기구의 역량을 최 한 발휘하여 효과 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시 과  상황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

겠다.  

3) 향후 통합감독기구와 기존의 집행기구와의 계설정 

향후 통합감독기구가 새로이 설립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통합감독기구가 

공공기 과 민간기 의 개인정보처리에 하여 최소한 방  기능, 사후  민원해

결기능, 정책조언기능을 모두 일 해서 수행하고, 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기능을 부분 이나마 수행하고 있는 각 집행기 들(행정자치부, 정보

통신부, 융감독 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기능들을 통합감독기구로 넘기고 집

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집행기 들은 통합감

독기구와의 유기 인 조 계를 유지하게 한다면, 보다 효과 이고 융통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되면 당연히 부분 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방  

기능으로서 재 행정자치부가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 통보  

열람공개 기능은 새로운 통합감독기구에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의 입법과정에서 정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 , 행정자치부

가 이 기능을 그 로 수행하고, 신에 통합감독기구는 그에 한 감사기능을 사후

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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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의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가 수행하는 

분쟁조정기능은 통합감독기구로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분쟁조정기능은 민원신청에 따른 조사기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재 한

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수행하는 민원 수  조사기능도 함

께 통합감독기구로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 분야의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융감독 원회는 어차피 지 도 신용

정보보호를 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합감독기구로 

이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감독기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효과 인 개인정보보호체

계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과 민간의 그 수많은 개별 개인정보처리

기 에 해 한정된 자원의 통합감독기구가 일일이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다. 

때문에 공공기 과 민간의 요 개인정보처리기 의 내부에 독립 인 상과 독자

인 기능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of Privacy Official)를 반드시 두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당해 기  내부의 개인정보처리를 

감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수하도록 하는 1차 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고 필요하다. 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당해 기 에 소속된 자이지

만, 기능 으로는 통합감독기구의 장감사 이 되는 것이다.   

4.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기 에 한 법안의 분석 

핵심 쟁 은 개인정보의 “처리”(이하 수집․이용․제공 등을 모두 포함)가 정당

한 것이 되기 한 법  기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합법성의 

기 을 설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쟁 이 제기된다.

첫째, 일반 인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특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다른 법

 기 을 설정할 것인가?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일한 법  기 을 용할 것인가? 

셋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법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어느 정도 



제 3 장  라이버시의 개념  역감시체계에 한 분석과 망   103

허용할 것인가? 

여기서 보다 핵심 인 쟁 은 세 번째의 쟁 이다. 공공기 과 민간기 이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정보처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해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도록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동의 없는 정보처리를 모두 불법으로 할 것인

가? 만일 그 게 한다면, 그것은 정보주체의 의사를 화하는 것으로서  균형

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정부와 사회의 기능정지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처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이 경

우에도 동의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의를 단순히 여러 합법성 요건 의 하나

로 할 것인가? 

유럽연합, 국, 독일, 그리고 일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여러 합법성 요건 의 

하나로 인정하는 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 일반법이 없는 미국의 

경우에는 동의 없는 정보처리가 원칙 으로 합법 인 것이 된다. 

그런데 “이은  법안”과 “노회찬 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삼는 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방법이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에서는 바람직

할 수도 있겠으나, 자칫 사회 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측

하지 못한 부당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  법안”과 “노회찬 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삼는 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노회찬 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사

 동의”를 합법성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은  법안”은 1차 제출법안

에서는 수집에 있어서 “사후 동의”를 합법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차 제

출법안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노회찬 법안과 마찬가지로 “사  동의”를 수집의 

합법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선, “노회찬 법안”은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 으로 정

보주체의 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다만 다섯 가지의 외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그리고 “민감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 으로 지시키고 있다(제6

조 제1항). 한 이 게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범 를 넘어선 “이용” 는 “제3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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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원칙 으로 지된다(제7조). 나아가,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10조). 

더구나, 이러한 합법성의 요건을 반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을 반하여 사  동의 없이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

나 제6조 제1항을 반하여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

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여진다(제105조 제6항 제1호  제3호). 그런데 제7조를 

반하여 동의 받은 범 를 넘은 이용 는 제3자 제공에 해서는 아무런 형사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회찬 기본법안]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등) ①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당해 정보주체

에게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이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2.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 정산을 하여 필요한 경우 

3. 언론․출 을 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4. 정보주체의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 험을 막기 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이 법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 상 개인정보가 명

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등) ①개인정보의 이용자는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동의 받

은 범 를 넘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의 이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는 시장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를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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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동의의 철회) ①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자에 하여 정보수집에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수집에 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유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자가 법률상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이은  법안(1차 제출법안)”은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 설정해 놓고(제6조), 그 수집 이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었다(제7조 제2항). 그리고 “민감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 으로 지

시켰다(제8조). 한 이 게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목  이외의 목 으로 “이용” 는 

“제3자 제공”하는 것은 원칙 으로 지되었다(제10조 제1항). 특히 리목 으로 

매, 유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명시 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10조 

제2항), 나아가 정보주체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제12조). 더구

나, 이러한 법  기 을 반한 때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 는데, 제8

조의 규정을 반하여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여지며(제34조 제1항 제1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반하

여 리를 목 으로 개인정보를 매  유포한 때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하여

졌다(동조 동항 제3호). 그런데 묘하게도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을 반하여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 에 해서는 아무런 형사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은  1차 제출법안]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취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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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행 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언론․출 을 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5. 정보주체의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 험을 막기 하여 부득이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등) ①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법하고 공정한 방법

으로 수집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한 경우에는 사후에 개인정보

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한다. 다만, 정보

주체에 알리는 것이 당해 정보주체의 생명이나 신체에 한 험을 래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① 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 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든지 타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목 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①개인정보취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  이외의 목 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취 자가 개인정보를 매, 유포하는 리행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정보주체의 명시 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삭제․ 기 등) ①개인정보취 자는 정보주체의 명시 인 동의 

철회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취 목 을 달성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에 하여 

삭제․ 기  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의 삭제․ 기  근차단 등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취 자의 정당

한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 법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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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은  법안(2차 제출법안)”에서는 수집의 합법성 요건이 “사  동의”

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 사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집의 범 와 목

 등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은  2차 제출법안]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①개인정보취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행 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언론․출 의 목 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 험을 막기 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개인정보취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정보주체에게 고지(정보통신망

에 의한 고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 와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목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4. 개인정보를 매, 유포하는 리행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 유포하는 정

보의 내용  리행 의 종류

5. 그 밖에 통령령 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10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①개인정보취 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  외의 목

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용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개인정보의 삭제․ 기 등)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취

목 이 달성된 경우에 개인정보취 자는 당해 개인정보에 하여 삭제․ 기  

근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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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다.

이처럼 “노회찬 법안”과 “이은  법안”은 최 한의 기 을 설정해야 할 일반법으

로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도 높은 보호수 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노회찬 법안”과 “이은  법안(1차 제출법안)”은 모두 이러한 합법성 요건을 

반한 경우에 최고 징역 1년 는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

며, “이은  법안(2차 제출법안)”은 제재를 완화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제56조 제1항 제1호).  

더 나아가, “이은  법안”은 “부당한 차별 목 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이용”을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53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차별 목 ”이라는 단히 불명확하고 범 한 개념을 구성

요건으로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되어 헌

법 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한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객에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제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조항은 시장의 

원리를 원천 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

땅하다.    

[이은  2차 제출법안]

제8조(차별목 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지) 구든지 타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목

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2. 제8조의 규정을 반한 자

이들 법안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원칙 으로 허용하되, 목 구체성의 원칙과 

인식명확성의 원칙을 통하여 그 오․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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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와
역감시체계의 구축

제1   자정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

1. 자정부의 의의 

자정부법은 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 의 사무를 자화함으

로써 행정기 상호간 는 국민에 한 행정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즉, 정책자료수집에서 의사결정까지 행정업무 반을 

자화하고 행정기 간  행정기 과 국민간에 주고받는 모든 일을 자 으로 수

행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자정부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그 공통 인 요소는 정보기술의 이

용과 행정업무의 신  능률화, 그리고 국민서비스의 향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정부의 헌법  의의

정보사회의 발 에 따라서 헌법 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선 통치구조와 련하여 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통 인 

의제의 원리를 변화와 도 에 직면하게 하며 실질 인 법치주의의 구 에도 이바지

하는 정부로 자리잡게 된다. 곧 자정부는 정보의 개발과 효율 인 자원배분의 역

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문화 역을 포 하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확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발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입법과정과 입법자료가 자 으로 공개되고, 국민 의견수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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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공청회와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것에서 벗

어나게 되면 입법과정에서부터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 실질  법치주의의 실

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 국정에 한 정보들이 인터넷공간을 통해 국민

에게 신속하게 공개됨에 따라 국민에 의한 직 인 비 과 감시 속에 권력이 행사

될 수 있게 된다. 

기본권과 련하여서도 표 의 자유와 그의 한 내용으로서 알권리의 범 와 실

방법에 변화가 래되고, 평등권과 련하여 모든 국민의 정보에 한 평등한 근

과 이용, 그리고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내용으로서 개인정보의 자기 리와 보호

의 문제가 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가지는 요성에 비추

어 정보에의 근과 정보의 이용에서 불평등이 생기지 않고 자정부구 의 향이 

국민 체에 평등하게 미치도록 자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한 노력을 계속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정부에서는 개인정보에 한 통제권이 개인에서 정부로 

이 되어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치명 인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에서 개인

정보보호의 문제는 자정부구 을 한 필수  제조건이 된다. 이외에도 특히 

자정부는 외 으로 이해 계인이 자  수단을 통하여 행정정보에 편리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내용으로 하는 정부로서 국민이 자  수단을 통해 

행정정보에 편리하게 근하도록 하여 표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계를 이루는 알 

권리를 신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정부는 자  수단을 이용

하여 각종의 행정정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보편 으로 공개됨으로써 투명

한 행정에 더더욱 기여하게 된다는 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철 히 보장할 수 

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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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방식

1. 넓은 의미의 공동이용

정부  공공기 이 업무수행을 목 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 과 기 ,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 기 /기업/개인 사이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러한 정보공동이용은 해당 정보에 근, 해당 정보의 공유, 해당 정보의 사용

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기 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단순한 행 를 뜻하

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동이용을 가능  하는 다양한 차, 일련의 제도  기반, 

그리고 정보이용을 통한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목  지향  활동을 포 하는 

종합 인 정보 리활동이라고 특징지울 수 있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의의와 필요성  

가. 의  의 

자정부의 구 과 발 을 하여 핵심 인 것이 바로 ‘행정정보’103)
의 ‘공동이용’

이다. 여기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란 행정기 이 보유․ 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를 다른 행정기 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  기타 이와 유사한 매

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04) 

나. 필요성 

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업무의 자  처리와 유기  연

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103)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행정정보란 행정기 이 직무상 작성 는 취득하여 

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자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으로 표 된 것이다. 
104) 행정자치부, 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001,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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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쉽게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행

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동일한 정보의 복수집을 지하며 행정기 간 확인가능

한 민원첨부서류의 제출요구를 지하기 하여 자정부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이다.105) 

결국 정보통신망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

용한 공동이용방법으로 정보 달의 신속성․정확성 확보, 지리 ․시간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 사용 약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자정부구 을 한 이상 이며 

필수 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 공동이용방식 

가. 이용방식 등에 따른 분류

정보공동이용은 ① 정보공개여부, ② 이용방식, ③ 이용 상정보의 종류, 그리고 

④ 이용용도에 따라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먼  공동이용의 정도에 따라서 제공자의 통보, 이용자의 부분 근, 공동 소유, 

일반 공개로 나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이용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동이용은 최종 용도에 따라 국민 서비스, 정책결정, 기 의 내부 리

로 구분할 수 있다. 곧 국민을 상으로 보편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각종 공공정보

에 한 근을 가능  하는 것도 포 인 의미에서 공동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105) 이에 따라서  법 제11조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 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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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에 따른 분류 

①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련성이 있

는 행정정보와, 없는 행정정보( 는 물 정보의 공동이용과 인 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다시 민감정보의 공동이용과 

비민감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Data의 가공여부에 따른 분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은 Data의 가공여부에 따라 Data Integration 방식, Data Pool 방

식, Data Profiling 방식, Data matching 방식이 있다. 

첫째, Data Integration 방식은 련 데이터베이스의 요약본을 수집하여 하나의 데

이터베이스로 통합 구축하고, 개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사실상 

이 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Data Pool 방식은 련 데

이터베이스를 요약,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pool로 리하고, 통합활용 시스템에 

요약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민, 부동산, 호  등 데이터베

이스를 요약, 시군구 공통 21개 업무 데이터베이스의 pool을 구축하고,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시스템에 제공하여 일선 민원처리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Data Pro- 

filing 방식은 일 된 정보를 집 하는 데이터베이스 complex에 변동되는 데이터베

이스 구성요소를 송, 업데이트하는 Super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자동차등록기록 등 자동차 련 사항을 발생시 별로 입력하여 일 된 리를 도모

하는데 사용된다. 넷째, Data matching 방식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기 에 그 로 

두고, 데이터베이스간의 조를 통하여 목 을 달성하는 시스템 방식이다. 이 방식

은 여권 산망에서 여권신청자의 신청항목을 주민 데이터베이스에 보내어 그 항목

의 진 여부를 yes/no로 회신 받는데 활용하고 있다.106)

106)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행정자치부, 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5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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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

공동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는 정보의 이용자가 공공기 이냐 민간기 이냐에 따

라 행해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 상호간의 공동이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공동이용, 마지막으로 

민간기 간 공동이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다시 ① 행정기  내에서 해당 기 의 부서간, ② 해당 기

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 기 간, ③ 해당 기 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기 간, ④ 더 나아가 행정기 과 다른 국가기 간(법원 등)의 공동이용으

로 세분할 수 있다.   

마. 서비스방식에 따른 분류

서비스방식에 따라서 개별서비스 방식과 통합서비스 방식으로 나  수 있는 바, 

후자는 다시 개별망 서비스 방식,107) 단순망 연계 방식,108) 서비스 통합 방식,109) 서비

스  기본데이터 통합 방식
110)

으로 다시 나  수 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구체  분야

가. 기 간 업무DB의 공동활용

유 기 간 산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산개발에 따른 복투자를 방

107)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분야별 정보센터에서 정보의 리기능과 달기능을 개

별 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108) 통합서비스센터에서 정보제공기 과 정보수요기 간의 망 연계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정보 달 서비스는 정보의 리기 인 분야별 센터에서 개별 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109) 분야별 정보센터에서 정보의 리기능을 수행하고 통합서비스센터에서 망 연계

와 정보 달기능을 담하는 방식이다.
110) 통합서비스센터에서 정보공동활용에 필수 인 공통데이터를 국가기본DB로 구

축하여 정보 달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각 분야별 원시데이터는 개별센터별

로 리되며 통합서비스센터는 정보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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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국가 주요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서비스를 개선

하기 한 기 간 업무DB의 공동활용은 범정부 인 차원에서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다. 

이와 련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주민등록정보, 부동산정보, 자동차정보, 기업

정보, 세 정보 등 5  분야를 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표 4－1>  5  DB 정보공동이용의 실태

구분 리 시스템 주요 이용 정보 수요 요구 황

주민정보

(행자부 

주민과)

주민등록 리시스템

(행자부주민과)
∙실명확인, 주소조회 등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표
공시지가), 국세청(과세기

자료), 세청( 세사범단

속), 경찰청(신원조회) 등 70
개 기

부동산정보

(건교부, 
행자부, 

법원)

지 행정시스템(행자부 지

과), 필지 심토지정보시스

템(행자부지 과), 지 정보

센터(행자부),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토지 리정보체계시

스템, 산업입지 산시스템(건
교부),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

( 법원)

∙개별공시지가, 종토세, 주
택자료, 토지 소유 황 

등

개별 공시지가, 거래정보, 개발 

부담  내역정보, 용도․지부

리  지 정보(토지 장, 지
도면, 임야도면 등)의 민원

인 요구와 행정기 의 과세자

료로 이용

기업정보

( 법원,  
국세청)

법원 상업등기시스템
∙사업자등록정보, 법인등

록정보 등
∙병무청 등 5개기  증가

세 정보

(국세청)
국세청 국세통합정보시스템

∙과세자료, 근로소득정보 

등
∙ 감 의 근로소득정보 등

자동차정보

(건교부)

자동차 리시스템, 이륜차

리시스템, 유 망 리시스

템(건교부 자동차 리과)

∙자동차등록원부, 차 정

보 등

∙유 망 개발후 시범운  

∙차량기본정보, 소유자정보, 
차량번호, 제원  자동차

등록원부, 차 정보에 련

된 경우와 자동차등록 통계

자료, 당, 압류 등 민원인 

요구정보가 있고 그 외 자

동차등록 통계, 자동차세완

납증명 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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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다. 행정업무 간소화 등 업무쇄신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상업무

－행정정보화 황통계(2001. 7 행정자치부 발행) 참조 

5. 기 효과

가. 국가기본정보 공동활용체계의 업무  민서비스 개선효과

[그림 4－1]  국가기본정보 공동활용체계의 업무  민서비스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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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본정보 보유기 과 수요기 간 정보공동활용에 의한 국민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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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가기본정보 보유기 과 수요기 간 정보공동활용에 의한

국민 편의 증진

다. 국가기본정보를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그림 4－3]  국가기본정보를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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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자정부구 의 필요성

1. 참여정부의 자정부 법제 구축에 한 평가 

참여정부는 과거의 정부와는 달리 자정부의 발 에 따른 국민서비스의 강화

를 극 화하는 등 정  측면은 살리면서 개인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부정  측면

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자정부의 발 에 따른 국가기능의 효

율성을 극 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권리보호가 병행발 될 수 있도록 추진 이다. 

이를 하여 참여정부는 구체 이고 개별 인 법제정비작업의 선결조건으로서 

자정부 구 에 따른 련 법제도의 악과 그 흠결을 악하는 총론작업을 통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음은 물론 각각의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에 있음

은 정 으로 평가된다.

2. 자정부구 에 따른 역기능해소 

정보주체가 자신에 한 정보에 해서 자율  결정이나 통제의 가능성을 쇄당

한다면 자유로운 인격의 발 이나 사생활의 형성은 기 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

라 국가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과정에서 소외된 수동 인 

리의 상으로 락하게 된다. 단순히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를 자정부를 구

하는데 있어서 부수 으로 나타나는 문제꺼리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투명한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공

동이용은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만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의 필연 인 결과

는 개인  불안정과 사회에 한 불신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심

리상태는 공동체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공  의사형성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여 민주  의사형성을 해하고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며 

결국 자유민주주의질서의 기본  제조건인 개인 , 사회  자율성이 상실될 험

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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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자정부의 핵심  내용이 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은 지 까지 행정시스템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에서는 서류 달이 아니라 컴퓨터

산망의 연결을 통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  상호간에 업무

와 과제를 구분하거나 특별히 ‘정보 조’를 구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무엇보다도 비용인하, 신속한 결정보장, 행정 차의 

합리화에 기여하나 바로 동시에 이것이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 을 동시에 갖고 있다.

결국 자정부의 성공  실 을 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수립과 개인정보활용

의 투명성 확보는 자정부의 신뢰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그에 

한 신뢰가 있어야만 국민의 자발 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에서 자정부를 구

하는 기 가 되는 것이며, 자정부의 구  과정에서 주목해야하는 민주국가의 과

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 지향 이고 헌법 합치 인 사회  합의 을 

찾음으로써 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모두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선진화

된 국가로 변모시키기 한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자정부의 구 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자정부의 구 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기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제4   자정부의 발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증 와

그 험성

1.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방식

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업무의 자  처리와 유기  연

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1) 따라서 



120

자정부의 구 과 발 을 하여 핵심 인 것이 바로 ‘행정정보’112)
의 ‘공동이용’이

다. 여기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란 행정기 이 보유․ 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 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13) 따라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동일한 

정보의 복수집을 지하며 행정기 간 확인가능한 민원첨부서류의 제출요구를 

지하기 하여 자정부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

이다.114) 결국 정보통신망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를 활용한 공동이용방법으로 정보 달의 신속성․정확성 확보, 지리 ․시간  한

계의 극복, 종이문서 사용 약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자정부구 을 한 이상

이며 필수 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사생활침해가능성의 증  

가. 정보사회에서 권력분립원칙의 붕괴?

결국 정보사회에서 거 한 정보결합망들을 통하여 국가행정과 경제활동의 효율

111) 결국 자정부란 일하는 방법을 정보화에 맞게 쇄신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자

화함으로써 행정기 간, 행정기 과 국민․기업간 모든 업무를 자 으로 빠르

고, 투명하고, 편리하고,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한다(행정자치부, 
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001, 5면). 그리고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 제2조의 1에 따르면 “ 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 의 사무를 자화함으로써 행정기  상호간 는 국민에 한 행정업무

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112)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행정정보란 행정기 이 직무상 작성 는 취득하여 

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자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으로 표 된 것이다. 
113) 행정자치부, 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001, 53면. 
114) 이에 따라서  법 제11조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 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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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경제주체

와 국가기 들은 인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다양한 과제

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115) 그러나 컴퓨터와 통신기술은 다른 과학기술 등과 결

합하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정보망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통합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기술이 발 된다. 이를 통하여 모든 경제 , 사

회 , 정치  역에서 새롭게 정보를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갖는 자에게 권력이 

집 되거나 그쪽으로 권력이 이동한다. 게다가 자정보처리의 도입으로 공공행정

의 통  구조가 근본 으로 바뀔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게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국가의 객체로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개인에 한 정보

를 담을 수 있는 앙정보은행이 기술 으로 충분히 가능하기에 그 다. 그 다면 

바로 정보사회에서는 이 앙정보은행을 다루고 통제하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있

게 되므로, 입법․사법․행정간 권력분립에 근거한 민주법치국가원칙이 이런 사회

에서는 박물 에 시되는 유물정도로 락할 수도 있다.116) 

나. 새로운 정보기술의 험성에 한 통제: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1)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험성 

먼  컴퓨터에 의한 자동정보처리는 엄청난 처리속도  상상할 수 없는 연결가

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자동정보처리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던 통

인 보호장벽들을 사실상 손쉽게 부술 가능성을 제공하 다. 를 들어 자동화된 

정보처리를 통하여 공간 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정보에 순식간에 근할 수 있으

며 이것으로부터 정보가 원래 장되었던 목 과는 다른 목 으로 이용될 험성 

115) Friedrich Schoch/Hans-Heinrich Trute,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StRL 57, 1998 참조. 

116) 정보시스템  통신시스템이 제공하는 새롭게 달라진 조건들 하에서 국가 인(정
보)권력분립, 입법부와 행정부간 계, 새로운 권력강화  이동의 문제가 심각하

게 제기된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력균형이 심각하게 받을 가능성이 

많이 지 되고 있다. 이에 하여 자세한 것은 Evangelia Mitrou, Die Entwicklung 
der institutionellen Kontrolle des Datenschutzes, Nomos, 1993,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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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정보결합가능성 등이 새롭게 등장하 다. 발 된 정보통신기술을 국가, 

특히 행정이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 기 에서 다른 기 에 정보가 손쉽

게 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정보처리의 기술  문제보다는 정보처리

기 이나 장기 이 악하고 있는 정보의 끊임없는 연결이 공  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두된다. 한 기 의 컴퓨터에 장된 정보의 새로운 결합과 연결을 

통하여 추가 으로 아주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게 된다.117) 이에 따라서 정보의 

연결로부터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재는 물론 미래에서도 심도깊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요한 문제 역을 형성한다. 

2)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한 보호강화

이미 에서 설명한 것처럼 발 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 ,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는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

활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잠재성 한 내재해 있다. 를 들어 개인행동에 

한 컴퓨터감시를 통하여 이러한 개인의 정치  의사형성과 선택기회를 억압함으

로써 공동체생활의 건 한 발 에 심각한 향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결국 

자유민주주의질서의 기본  제조건인 개인 , 사회  자율이 상실될 험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118) 왜냐하면 개인이 민주 , 정치  결정과정에 극 으로 참여

하기 해서는 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자기에 하여 얼마만큼 알

고 있는지를 인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련자가 모르는 기록화, 목록화는 그 개인

을 찰 상으로 만들며 다른 목 을 하여 이용,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

보처리과정을 통하여 한 개인이 투명해질 정도로 노출된다면 그 개인의 의사소통

계를 괴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필연  결과는 개인  불안정과 사회에 

한 불신이다. 상 방이 자기에 하여 얼마만큼 아는지를 모르면서 개인이 자신

117) Rupert Scholz/Rainer Pitsch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staatliche In- 
formationsverant-wortung, Duncker & Humblot, 1984, 20면.  

118) Marie-Theres Tinnefeld/Eugen Ehmann, Einführung in das Datenschutzrecht, Olden- 
bourg Verlag, 199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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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을 자율 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매우 힘들다.119) 

이를 요약한다면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  처리능력과 장능력이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합함으로써 련자가 자기에 

한 정보의 처리와 결합이 정당한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 까지는 인식되지 못하 던 새로운 통제수단이 등장한 것

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 극

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120) 여기서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 련정보의 사용과 공

개에 하여 원칙 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결국 이러한 권리는 원칙

으로 그 자신이 스스로 개인 련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하여 결정할 권한을 보장

하기 때문에 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자기에 하여 아는지를 시

민들이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회질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는 정보자기결정

권과 조화되지 못한다.121) 

3. ‘새로운’ 기본권제한으로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인식필요성  

이제 정보사회에서도 국가나 사회를 통한 기술 , 법  변화가 개인의 인간존엄 

 가치에 바탕을 두고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자

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당연히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조사․처

리․ 장해야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제수행을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

거나 달․ 장해서는 안 된다.122) 결국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하여 

119) 이에 한 독일 례로는 BVerfGE 65, 1/43 참조. 
120) 이에 하여는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 공법

연구 제29집 제3호, 2001 참조.  
121) 이에 하여는 Pelopidas Konstantinos Donos, Datenschutz-Prinzipien und Ziele, 

Nomos Verlag, 1998 참조. 
122) Klaus Vogelgesang,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Nomos 

Verlag, 1987, 3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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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국가가 자기 자신에 한 어떤 정보를 조사, 처리해도 되는지를 결정, 통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통한 개인 련정보의 모든 조사, 장, 

달은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므로 이에 한 법  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123) 이러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정보조사와 모든 정보처리는 련자가 명시 으로 

목 이 구체화된 정보처리에 동의하거나 요한 공공복리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근

거한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헌법－  기본권 이론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기본권제한의 역할과 기능,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한 기본권제한개

념의 확 필요성에 하여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제5   ‘새로운’ 기본권제한으로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합헌성 단기  

1. 개   

개인정보 수집 ‘자체’가, 산망의 연결을 통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정당성

을 입증해야만 하는 ‘새로운’ 기본권제한임을 헌법상 인식하게 되었다. 그 다면 개

인정보의 조사와 정보처리는 련자가 명시 으로 목 이 구체화된 정보처리에 동

의하거나 요한 공공복리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 수 

있다. 곧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하여’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법  근거’를 국가가 제시해야

만 헌법상 그러한 기본권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국가를 통한 개인정보

의 공동이용과 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규범명확성원칙’과 ‘목

구속원칙’이다. 결국 법  근거의 제시  내용의 정당성입증 그리고 ‘비례성원

칙’과 ‘목 구속원칙’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개인정보 공동이용은 비

123) Adalbert Podlech, Das Recht auf Privatheit, Joachim Perels(Hrsg.), Grundrechte als 
Fundament der Demokratie, Suhrkamp, 1979,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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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과 련하

여 특히 문제가 되는 규범명확성원칙과 목 구속원칙에 하여 으로 설명하도

록 하겠다.    

2. 규범명확성원칙 

가. 규범명확성원칙의 의미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  근거는 법치국가 요구인 ‘규범명확성’과 

‘구체성’원칙을 충족해야만 한다.124) 이것은 련자가 어떤 구체 인 처리목 들을 

하여 자신의 정보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

다.125) 따라서 법률의 규범명확성, 조직 이고 차법 인 방책들, 할기 들의 

설명, 련자의 포 인 설명청구권 등을 통하여 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자기에 하여 아는지를 련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규범명확성원칙은 개인 련정보를 이용하는 목 이 범  구체 이고 정확하게 법

률상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헌법합치

인)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제한들은 그 제조건들과 제한범 가 

명확하며, 이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치국가명령에서 나오는 규범

명확성원칙을 따라야만 한다.126) 두 번째로 개인 련정보를 강제로 답하도록 하기 

해서는 입법자가 이러한 정보의 이용목 을 범  구체 이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들 정보가 법률에 규정된 목 을 하여 필요하고 합하다는 것을 제로 해야

만 한다.127) 

124) Philip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J. C. B. Mohr, 1986, 200면 이하. 
125) 이에 한 독일 례로는 BVerfGE 65, 1/62. 
126) 이에 한 독일 례로는 BVerfGE 65, 1/44. 
127) 이에 한 독일 례로는 BVerfGE 6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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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범명확성원칙의 내용 

독일 연방헌법법원에 따르면 규범명확성원칙은 해당 법규정으로부터 련자가 

법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기의 행동을 비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법  

근거를 마련하라는 입법자에 한 요구로서 표 되었다.128) 특히 련자가 법규정으

로부터 그의 개인 련정보가 어떤 구체 인 행정목 을 하여 필요한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129) 따라서 두개의 서로 다른 목 의 결합을 통하여 개인정보

의 연결을 허용하는 법규정은 련자의 권리보호를 불확실한 쪽으로 이끌 수 있

다.130) 그 다면 이러한 규범명확성원칙은 련자에게 국가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

실한 정도로 보장한다. 왜냐하면 자신에 한 정보가 련자의 동의와 인식없이 처

리된다면 국가가 어떠한 목 으로 자신에 한 정보를 제 3자에게 달하고 처리해

도 되는지를 이 개인은 최소한 법규정에서 추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규정을 통하여 련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면 이 련자는 자신의 통제권

과 설명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한 규범명확성원칙은 규범을 용할 때 행정부가 수해야만 하는 기 을 형성

한다. 행정부에 한 법  수권은 그 내용, 목 , 정도가 구체 이어서 개개인이 행

정행 의 결과를 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명확

성원칙은 련자가 본인의 권리에 한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참아야만 하는지를 인

식하게 한다. 그 다면 규범명확성과 구체성원칙을 실 하는 법규정이란 정보처리 

 이용목 을 정확하게 표 하는 것을 말한다. 곧 비구체 이거나 계속해서 구체

화될 수 없는 목 을 한 개인 련정보의 비행 는 지된다.131) 한 구체 인 

처리목 을 하여 필요한 이상의 개인 련정보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128) 이에 한 독일 례로는 BVerfGE 31, 255/264; BVerfGE 45, 400/420; BVerfGE 
65, 1/64. 

129) 이에 한 독일 례로는 BVerfGE 65, 1/62. 
130) 이에 하여는 Spiros Simitis(Hrsg.), Kommentar zum Bundesdatenschutzgesetz, Nomos 

Verlag, 2003, 723면 이하 참조.   
131) 이에 한 독일 례로는 BVerfGE 6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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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하여 국가의 정보처리와 이용에 하여 규범명확성원칙

이 강조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련자에게 법규정 자체에 이용목 의 구체화를 명령하는 바로 규범명확성과 구체

성원칙을 통하여 련자의 동의없이 어떤 목 으로 본인에 한 정보가 처리되어도 

되는지가 투명해진다. 2. 입법자가 범 구체 으로 정보이용목 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자는 법의 목 과 이 법규정을 용하는 행정의 활동 역을 결정한다. 3. 범

구체 인 규정과 목 구속원칙에 입법자가 구속됨으로써 입법자는 그 내용, 목 , 

정도에 따라 법규정을 충분히 구체화해야만 한다. 4.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목 이 

확정되고 정보이용목 이 인식되는 경우에만 기본권제한에 한 비례성심사가 비

로소 가능해진다. 

3. 목 구속원칙
132) 

가. 개 념

컴퓨터의 엄청난 장가능성과 처리능력을 통하여 시민의 완 한 악과 기록화

로 이끌 수 있는 오늘날 정보기술의 험성을 우리가 악한다면 개인 련정보의 

목 구속 인 사용과 달을 보장하는 것만이 이러한 험의 실 을 막을 수 있

다.133) 이 게 요구되는 정보처리의 목 구속은 한편으로는 처리목표를 확정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처리범 를 한정한다. 이에 따라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 목 을 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처리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목 구

속요구는 원래 비례성원칙으로부터 생된다.134) 따라서 이미 법률상 결정된 목 을 

해서만 개인정보는 이용되어도 되며, 목 과는 다른 정보이용  처리는 매우 제

132) 이에 하여 자세한 것은 Alexander Roßnagel(Hrsg.), Handbuch Datenschutzrecht, 
C. H. Beck, 2003, 1833면 이하 참조.  

133) Bernhard Hoffmann, Zweckbindung als Kernpunkt eines prozeduralen Datenschut- 
zansatzes, Nomos, 1991, 21면.  

134) Philip Kunig, 게서, 19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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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범  내에서만 인정되고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본권제한이

다.135) 결국 이는 목 구속원칙을 보장하기 하여 국가기 간 정보 달과 이용에 

한 엄격한 비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136)

나. 내  용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에 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가 아니

라 통제되지 못하는 정보 달과 원래 조사와 이용목 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통하여 발생된다. 따라서 정확한 목 결정  목 구체 인 개인 련정보의 이용 

 달을 통하여 이러한 험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정확한 

목 설정  조사된 개인 련정보의 범  내에 있도록 유지시키는 목 구속원칙이 

모든 합법  정보처리과정을 하여 요한 기 으로 작용하는 원칙이다.137) 따라서 

정보처리의 합법성을 확정지을 수 있기 해서는 먼  어떤 목 을 하여 개인정

보가 조사되는 지에 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처리되어도 되

는지 여부는 정보처리목 과 정보조사목 이 동일한지라는 단에 달려있다.138) 따

라서 충분할 정도로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목 을 해서는 어떤 개인 련정보도 

조사,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목 구속원칙이란 원래 정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개

인정보들이 법률상 규정된 목 을 하여 집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목 결정은 목 구속을 한 필요한 제조건으로서 제시된다. 정확

한 목 없는 목 구속이란 공허한 것이다.139) 

135) Spiros Simitis, Von der Amtshilfe zur Informationshilfe, NJW 1986, 2796면. 
136) 이에 한 독일 례로는 BVerfGE 65, 1/46. 
137) Bernhard Hoffmann, Zweckbindung als Kernpunkt eines prozeduralen Datenschut- 

zansatzes, Nomos 1991, 26면

138) Bernhard Hoffmann, 게서, 110면. 
139) Bernhard Hoffmann, 게서,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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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통제  

모든 국가기 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갖고서 그들의 과제를 처리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들의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  상호간에 원조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기  상호간 기 조(‘행정응원’)가 자정보처리시 에

서도 헌법합치 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보처리시 요

구되는 목 구속원칙은 한편으로 정보처리목 을 확정하고 다른 한편은 정보처리

의 범 를 한정한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 에 명백하게 규정된 목

을 한 정보처리만이 허용된다. 그 다면 특정기 이 장하고 있는 정보가 동시

에 모든 다른 행정기 의 공통된 정보를 뜻하는 정보통일체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결국 국가기  상호간에 정보가 달되는 한 이러한 정보권력분립원칙과 목 구속

원칙을 통하여 시민이 이러한 정보 달을 알 수 있도록 그 정보이동과정이 공개되

어야 한다. 그 다면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응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헌법상 

충돌 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140)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는 구체 이

면서 정확한 법률상 근거없는 정보교환과 자료교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이는 

행정이 그 정당한 과제수행을 하여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교환을 가능

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보

호는 국가기 간 정보교환을 면 으로 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교환

이 규정된 범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결국 컴퓨터의 엄청난 

장가능성과 처리능력을 통하여 시민의 완 한 악과 기록화로 이끌 수 있는 오

늘날 정보기술의 험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개인 련정보의 목 구속 인 사용

과 달을 보장하는 것만이 이러한 험의 실 을 막을 수 있다.141) 

140) Bernhard Schlink, Datenschutz und Amtshilfe, NVwZ 1986, 249면.  
141) Bernhard Hoffmann, 게서,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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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행정정보공동이용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법제정비방안

1. 원칙: 개인정보보호에 터잡은 공동이용    

자정부의 핵심  내용이 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은 지 까지 행정시스템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에서는 서류 달이 아니라 컴퓨터

산망의 연결을 통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  상호간에 업무

와 과제를 구분하거나 특별히 ‘정보 조’를 구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무엇보다도 비용인하, 신속한 결정보장, 행정 차의 

합리화에 기여하나 바로 동시에 이것이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 을 동시에 갖고 있다.

모든 국가기 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갖고서 그들의 과제를 처리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들의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  상호간에 원조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기  상호간 기 조(‘행정응원’)가 자정보처리시 에

서도 헌법합치 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보처리시 요

구되는 목 구속원칙은 한편으로 정보처리목 을 확정하고 다른 한편은 정보처리

의 범 를 한정한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 에 명백하게 규정된 목

을 한 정보처리만이 허용된다. 그 다면 특정기 이 장하고 있는 정보가 동시

에 모든 다른 행정기 의 공통된 정보를 뜻하는 정보통일체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결국 국가기  상호간에 정보가 달되는 한 이러한 정보권력분립원칙과 목 구속

원칙을 통하여 시민이 이러한 정보 달을 알 수 있도록 그 정보이동과정이 공개되

어야 한다. 그 다면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응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헌법상 

충돌 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는 구체 이면

서 정확한 법률상 근거없는 정보교환과 자료교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이는 

행정이 그 정당한 과제수행을 하여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교환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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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보

호는 국가기 간 정보교환을 면 으로 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교환

이 규정된 범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결국 컴퓨터의 엄청난 

장가능성과 처리능력을 통하여 시민의 완 한 악과 기록화로 이끌 수 있는 오

늘날 정보기술의 험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개인 련정보의 목 구속 인 사용

과 달을 보장하는 것만이 이러한 험의 실 을 막을 수 있다.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한 국내 법제 황

가. 련 법제의 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법들을 언 해 보면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 정보화 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행정 차법, 자정부법시행령 등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에 

고려요소인 개인정보보호를 한 각종 법률  정보보호(안) 련법률들이 있다.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  근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한 첫 번째 법  근거로는 행정 차법 제8조의 행정응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필요한 서류나 자

화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행정 차법 제8조 (행정응원)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

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 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 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문기 의 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리하고 있는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

료가 직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 이고 경제 인 경우

결국 이러한 행정응원이란 도움을 구하는 기 의 과제수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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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하여 다른 국가기 에게 문의하고 찾아주는 국가기 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응원은 이를 구하거나 제공하는 기 에게 그 할이나 권한의 확 나 

이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다면 도움요청이 없는 자발 인 행정응원은 법에 특

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기 내에서 지원행 는 원칙 으로 

행정응원이 아니다. 그 다고 한 기 내에서 기 내부간 조가 무제한 으로 허용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하고 사항  할 역속에 있으며 사항결정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다.142) 이러한 행정응원은 존하는 할과 권한내에서만 보충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행  는 

그외 다른 행 도 포함한다. 이러한 행정응원은 원칙 으로 개개 경우 청구하고 요

청하며 허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장기간 는 지속 인 력이나 공동의 자정

보처리시스템운 은 더이상 기 조로 표 될 수 없다. 그러한 력형태를 해서

는 이에 한 다른 법  근거를 필요로 한다.143)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한 두 번째 법  근거로는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

의 자화 진에 한법률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법 제11조에 따르면 보유하

고 있는 행정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 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단 

따라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에서 언 한 행정

차법이나 자정부법상 련규정들에 의하여 단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한 법  근거로는 우선 행정 차에 한 일반법인 행정

142) Paul Stelkens/H. J. Bonk/Michael Sach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C.H. Beck, 1993, 
S. 242.  

143) Paul Stelkens/H. J. Bonk/Michael Sachs, a. a. O., S.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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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 제8조의 행정응원제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각각의 정부기 간 정보제공의 방법  차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행하면 되고, 국민과의 계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행정 차법제8조의 행정응원제도 역시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으로 요청과 응답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 것이며 행정정보의 사 ․일  제

공에 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에서 설명한 것처럼 행정응원은 이를 

구하거나 제공하는 기 에게 그 할이나 권한의 확 나 이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간 는 지속 인 력이나 공동의 자정보처리시스템운 은 더이상 

행정응원으로 표 될 수 없다. 그러한 력형태를 해서는 이에 한 다른 법  

근거를 필요로 한다. 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보호가 행정응원을 통한 정보제공

의 한계를 형성한다. 

4. 개인정보 공동이용 련 법규정의 검토 

가.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한 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간 계 

자정부법은 자행정에 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행정

의 구 에 있어 우선 으로 요한 자문서, 자민원, 자사무 리, 정보 공동이

용, 문서감축 등에 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련해

서는 제12조에서 행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선언

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정부법 제3조는 행정기 의 자  업무처리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용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결국 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자정부를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련한 문제들의 해결장치 즉, 자정부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

는 장치는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44) 따라서 재 공공부문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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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의 단과 개인정보의 보호와 련한 법제 정비방안의 검토는 주로 개인정보보

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달려 있다.

나. 행 법률( 자정부법)에 한 분석 

1) 행 법률의 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련하여 자정부법은 제11조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을 정하고, 구체 인 내용은 제21조와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다. 한 행정기

이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기 간에 자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제10조의 행정기  확인의 원칙도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과 련을 가진다.145) 한편, 자정부법시행령은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8조 내지 32조의2)에서 이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공동이용의 상

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은 공동이용 상 행정정보로 민원사항의 처리를 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

보,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정보화 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 원

회가 행정기 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를 시하고 이러한 정

보들의 공동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국가의 안 보장과 련된 

행정정보와 비  는 이에 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상이 되는 정보

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차

우선 앙사무 장기 의 장은 행정기 이 자 으로 생산․유통․ 장하고 있

144) 자정부법이 제22조에서 共同利用의 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共同

利用의 활성화를 한 일반  차를 규정한 것일 뿐 달리 個人情報保護를 

한 차  제한을 가하는 규율은 아니다. 
145) 행정기 이 민원인에게 확인을 요구하지 않기 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직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황승흠, 자정부의 법과 국가,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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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목록을 행정기 에 배포하여 행

정기 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법 제22

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

립하고 정보화추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

조 제3항).146) 

③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

행정기 의 장은 그 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 이 보유․ 리하

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 에 하여 이용목 을 밝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 한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행정기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 의 장은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이용․ 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 행정

기 의 장은 제공기 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른 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정보에 하여 이용목  이외의 목 으로 이

용하거나, 수정․가공 등의 변형을 가하는 것이 지되며,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

인 것처럼 취 할 수 없고, 다른 기 에 이를 다시 제공하여서도 안된다(시행령 제

24조). 행정기 의 장은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 이 제공기 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래하거나 제24조에 반하는 행 를 

146) 이에 따라 자정부법시행령은 제19조에서 행정자치부 장 이 법 제22조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 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

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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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제공을 단하거나 그 반환  이용의 지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25조).

④ 공동이용을 한 개인정보의 송신방법

행정기 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

의 보유기 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칙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147)

2) 개정안의 내용
148)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련하여 개정안은 우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의 상

기 을 련 공공기 까지 확 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제2조 제9호에서 공공기

을 정부투자기 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

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학교  기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단

체로 정의하고, 제37조 제3항에서 행정기 의 장은 공공기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

어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정보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정

147) 이와 련하여 재 국회정보공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헌법재 소정보공개

규칙, 선거 리 원회정보공개규칙이 제정되어 시행 에 있다.
148) 개정안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공, 행정 자서명발  상기 을 기존 행

정기 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 으로 확 하고(제2조 제6호, 제20조 제4항, 제
37조 제3항) 각종 정보자원의 리를 의무화․제도화하 다(제44조의3). 한 

문서감축 기능을 보다 폭 넓은 로세스 신 기능으로 강화하기 한 로세스

신 원회 신설(제44조), 부처 간 정보교류와 의가 필수 불가결한 만큼 정보

화책임 의회의 설치와 운  근거를 법률로 강화(제44조의2), 자정부 련 

정책․제도를 연구개발 하는 담 기 인 자정부진흥원 신설(제50조의2) 등 

자정부 추진․지원 기구를 강화하 다. 이와 같이 볼 때 자정부법 개정안의 

핵심은 용 범 를 확 하고 정보의 취 과 리를 확 ․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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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동이용의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며,149) 앙사무 장기 의 장으로 하여  개인

정보의 통합을 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150) 

3) 검토

① 공동이용 상 기 의 확  

개정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의 상기 을 공공기 으로까지 늘리고 있

다. 이는 행정의 능률과 편의,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할 것이다. 행정정보취 자가 행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하고 

그 반에 한 처벌규정을 두기는 하 지만(안 제22조의2, 제51조의2, 제51조의3)151) 

이러한 처벌규정의 존재가 확고한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 에까지 개인정보

149) 개정안 제21조 (행정정보공동이용) ①행정기 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행정정보

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없는 행정정보

2. 국가의 안 보장과 련된 행정정보와 비  는 이에 하는 행정정보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로세스 신 원회가 행정기 간 공동이용에 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150) 개정안 제44조의4(행정정보자원의 통합 등) ① 앙사무 장기 의장은 행정정

보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행정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기 의 산

환경 개선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 행정 기

의 장과 의하여야 한다.
151) 개정안 제22조의2 (행정정보취 자의 의무) 행정정보를 취 하는 자나 취 하

던 자는 행정정보를 설 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 을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의2(벌칙) ①행정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 으로 행정기 (제3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 을 포함한다)에서 처리하고 있

는 행정정보를 변경 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2조의2의 규정을 반하여 행정정보를 설 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

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 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1
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제51조의3 (벌칙 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이 법에 의한 행정정보의 보유기

  행정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는 기 의 종사자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

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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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이용을 확 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공공기 에 어느 

경우에 어떠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고 단순히 

‘공공기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정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단

은 오로지 행정기 의 장에게만 맡겨져 있다.

② 공동이용 상 정보의 확  

개정안은 한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정보만 한정 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모든 

행정정보에 하여 원칙 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다.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의 개정안

1)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의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스스로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의 개정이유로 언 하

는 것이 바로 행정개 의 일환으로 역  추진하고 있는 자정부사업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공동이용 상 행정정보  그 부분이 개인정보

에 해당되어 국민들이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기술 인 개인정보보호 

책이 마련되어야 자정부사업이 성공 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바, 자정부 환경

의 발 에 걸맞도록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면  재정비라고 밝히고 있다.

2) 행 법률에 한 분석

① 행 법률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0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 은 그 수집 당시에 명확

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사 에 특정되어 공시된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이 아닌 

다른 목 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지하는 목 구속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한 한계가 정

해지게 된다.

제1항은 보유기 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를 이

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원칙 으로 공동이용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범 한 외가 인정된다. 우선 ‘다른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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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 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 외

의 이용이나 제공이 허용된다. 여기서 자정부법 제21조가 ‘다른 법률’의 표 인 

이다.

한 제2항에 따라 보유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① 정보주체의 동

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

행하기 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조약 기타 국

제 정의 이행을 하여 외국정부 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④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 을 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 는 그 법정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

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⑧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의 각 경우

에도 정보주체 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는 불확정 인 외규정의 해석과 용에 있

어서 일정한 기 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3항은 보유기 의 장으로 하여  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

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하여 사

용목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 성확

보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152) 

152) 이와 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 보유기 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 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 를 넘어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기

이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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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은 보유기 의 장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 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보유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 은 

제공기 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 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② 검토: 공동이용 범 의 불명확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지되는 보유목 외의 이용에는 다른 법률이 

목 외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를 외로 허용하는 이외에도 8가지의 외사유가 

추가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인정의 범 를 지나치게 범 하게 규정하

는 것은 목 구속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제10조 제1항은 다른 법률이 보유 목  이외의 목 으로 보유기 의 내부에

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는 제3자에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선언하고 있는 목 구속의 원칙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게 된다.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상의 목 구속의 원칙이 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보유목  외의 

이용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 에서만 인정되게 되어 원칙으로서의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은 다른 법률과의 계를 규

정한 제3조 제1항
153)

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한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제10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범 한 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은 이러한 

외의 경우에는 처리정보를 공동이용할 의무를 각 행정기 에 지우고 있다. 특히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제공을 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15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계) ①공공기 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의 보호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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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외는 자칫 

행정기  상호간에 거의 무제한 으로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

인 조항이다. 각 행정기 의 활동가운데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의 수행이 

아닌 것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결국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편의를 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가 원칙을 지배하는 상이 나타나게 될 험이 크다. 한 목 외의 이용

에 해 포 으로 통령령에 임하고 있는 제8호도 역시 문제이다. 아직 통

령령에서 이에 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지만 언제든지 통령령의 개정

만으로 목 외의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기본권에 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배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개정안에 한 분석

행정자치부는 자정부사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공동

이용 상 행정정보  그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국민들이 안 하고 신뢰

할 수 있도록 제도 ․기술 인 개인정보보호 책이 마련되어야 자정부사업이 

성공 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03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고 하 다. 

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험에 

해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 같은 목 을 가지고 입법 고된 법

률안은 한 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개정안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성의 원칙, 목 명확성의 원칙, 분

리 리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제3조의2),154) 공공기

154) 안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 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목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공기 의 장은 이용목 에 필요한 범  내에서 개

인정보의 정확성․완 성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 성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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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며

(제6조의3), 정보주체가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  열람

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제12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

인정보보호심의 원회의 기능 강화(제20조), 개인정보 리책임  지정․운 (제10

조의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설치․운 (제18조의3)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과 련하여서는 우선 제9조에서 공동이용을 한 개인정보

의 송수신을 보안기술을 용하여 하도록 규정하 다(제9조 제3항).155) 다음으로 제

10조에서는 종래에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던 보유기 의 장의 당해 기 내 특정부서

로의 이용제한을 의무화하고(제2항), 종래 목 외 사용․제공을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수행을 하여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외 으

로 인정하던 것을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시켰으며(제3항 제3호), 보유목 외의 목 으로 기 의 내

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유기 의 장이 그 이용 

는 제공의 법  근거․목   범  등에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

록 하 다(제6항). 한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공공기 의 장이 개인정보의 수집 

는 제공받은 목 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156)

야 한다. ③개인정보의 수집목 은 어도 수집시까지는 명확화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이용은 수집목 에 부합되어야 하며, 목 이 변경될 때마다 그 목 이 명

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④공공기 의 개인정보의 리는 그 

리책임 계를 명확히 하고, 리과정이 투명하고 합리 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⑤특정 목 을 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해 기  는 다른 기 에서 다른 목

을 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 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  

리되어야 한다. 
155) 안 제9조(개인정보의 안 성 확보등) ③공공기 은 개인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

기 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공공기 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송․

수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훼손, 조 는 변조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기술을 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156) 제10조의3(개인정보의 기) ①공공기 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목   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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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공동이용과 련하여 개인정보에 한 침해를 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흔 이 보인다. 그러나 공동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 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에는 크게 진 된 내용이 없다. 공동이용을 원칙 으로 

지하고 있지만 여 히 범 한 외사유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개선된 바 없다(제10조 

제3항 제9호). 

이밖에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는 여 히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감시하고 통제

할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 필수  요건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157) 신설된 

개인정보 리책임 의 경우도
158) 그 법  지 를 통령령에 임하고 있고 업무의 

독립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의 법성을 담

보할 독립 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  개인정보 공동이용으로 인한 효과를 미

리 측하고 그 응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사 향평가제도의 도입 등

공받은 목 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기하고, 그 내용을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개인정보의 기 방법  차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157) 개정안 제20조는 공공기 의 장이 개인정보를 통합 리 는 별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 하거나 앙행정기 의 장이 개인정보 련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에서 사 심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없는 개인정보

보호심의 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련 권한을 강화하게 되어 

오히려 심의의 공정성과 객 성을 담보하는데 악 향을 미칠 수도 있다. 
158) 개정안 제10조의2(개인정보 리책임 의 지정) ①공공기 의 장은 소  개인정

보의 보호  리를 하여 개인정보 리책임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

보 리책임 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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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를 한 실질  방안들은 개정안에서도 여 히 보이지 않는다.159)

5. 행 개인정보보호법에 한 개정안  공동이용 련규정의 내용  검토

가. 이은 안 

이은 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다. 

나. 노회찬안 

노회찬안에 따르면 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는 연동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 원회에 개인정보 사 향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0) 다음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합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161) 

159) 국가인권 원회도 행정자치부가 동 개정안에 하여 요청한 의견표명에 하여 

법률의 용범 가 제한 이라는 ,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에 한 외가 지

나치게 많다는 , 법한 개인정보처리에 한 처벌과 구제 차가 미흡하다는 

, 내부통제의 한계 과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을 지 하

면서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하

여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 원회 홈페이지의 법령․정책개선권고(http://www. 
humanrights.go.kr/ policy/policy/poli03_01.jsp) 참조.

160) 제95조(개인정보 사 향평가의 실시)  ① 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

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회에 개인정보 사

향평가(이하 “ 향평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2.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한 새로

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는 연동되는 경우

161) 제23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든지 자기가 수집․보 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 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수 없다.
1. 국가안 보장․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하여 개인정보 원회가 필요



제 4 장  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와 역감시체계의 구축   145

다. 이혜훈안 

이혜훈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사 향평가를 받아야 하고(제

27조) 개인정보 일을 다른 일과 조,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 에 개인정보 원

회와 의하도록 규정하 다.162) 

6. 정비방안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행정정보의 구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자정부의 핵심요소이지만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신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

정부법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규정하면서 공동이용의 상이 되는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를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정보사회에서 의사소통

의 도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민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개인의 자율성의 신

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정보추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4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결합 시 정보주체의 보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

스를 결합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불리한 처분이 상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 원회에 보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62) 제28조(개인정보 일의 연동 등)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개인정

보 일을 다른 개인정보 일과 조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할 목 으로 상호 

연계 는 연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 에 개인정보 원

회와 의하여야 한다. 
1. 연동의 목  

2. 연동기  

3. 연동하는 개인정보의 범 와 종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야 할 개인정보 일의 범 와 종류는 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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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필수 이다. 이에 개인정보와 그 지 않은 행정

정보는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지만, 

공동이용의 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한 기 설정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

며, 특히 정치 ․종교 ․사상  신념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 행정정보와 분리하여 그 수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이용에 있어서도 특

별히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자정부의 구 에 있어 핵심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자화된 정보를 연속 으로 이용함으로써 정보처리자에게 효율성의 증 를 가져다

주며 정보주체도 국가와의 계에 있어 일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이익과 가치에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에 치명 인 결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이익과 개인정보 침

해의 험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러한 조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우선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이 정

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제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원칙 으로 지되

어야 하며 외 으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 법률들은 공동이용을 원칙화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공동이용의 상을 불명확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정부법 개정안은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외 으로 열거함으로써 개인

정보보호와의 조화보다는 행정  편의에 치 하고 있다. 

1) 자정부법의 정비방안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존 하는 가운데 헌법합치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우선 공동이용의 상을 규정함에 있어 공동이용의 

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한 단권을 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공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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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에 있어서는 공동이용의 요건이나 차, 범  등이 보다 엄 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기 의 범 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기 인지 여부를 엄 하게 단하고 그 상기 을 확 하는 경

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실효 인 리와 규제가 미치는 역이어야 함을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한다. 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 자  조회로 공동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개인정보의 송신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고 우선 으로 자조회

의 방식으로 공동이용을 하도록 하되 송신을 하더라도 그 송신방법을 법률에서 명

확히 하여야 한다.163) 그밖에도 공동이용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한 합리 인 방안을 강구하고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

며,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비방안

개인정보보호법은 동법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유일한 일반법이라는 

을 보호법익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호법익의 범주를 컴퓨

터 는 개인정보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수기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의 주체

와 련하여서도 자연인 이외에 법인과 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

는 문제도 법률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행정의 편의를 해 사실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공동

이용에 있어 목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기 을 법률에서 규

정하고 그 소정의 사유를 법규에 임하는 경우에도 기속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법률의 규범명확성에 따라 련자가 법규정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

163) 이 경우 각 부처간에 송신방법이 통일되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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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구체 인 행정목 을 하여 필요한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지나치게 넓게 행정부에 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용배제가 범 해지고 외를 인정하는 기 이 모호한 가운데 많은 사유를 통

령령 등에 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일반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밖에 개인정보의 통합 리 역시 개인정보침해에 가장 이 되는 개인정보의 

이용방식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통합 리하는 것의 필요성에 한 검증

을 철 히 하고 통합 리의 범 와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에 하

여 공동이용의 사실과 그 목 ,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인정보 공동이용 방법의 정비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가장 게 침해되는 방식으

로 공동이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이용의 방식은 자  방식에 의한 조회방식

과 데이터 송방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  자조회방식에 의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개인정보의 이동이 없는 에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 지켜야할 침해의 

최소성 원칙의 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송하지 않

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자조회방식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정보 자체의 이 을 최소화하고 다른 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해서는 내용조회 등 만으로 그 

이용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164) 더 나아가 어떠한 행정

164) 자정부법시행령은 제18조 제2호와 3호에서 행정정보의 송신방법에 하여 송

신 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험이 보다 은 송신방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회

선을 최소화하고 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으로 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 조항의 해석상 자조회방식이 우선 으로 고려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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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자조회의 상이 되고 어떠한 정보가 송신이 요구되는지는 각 개별법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 송받은 개인정보는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을 마친 후 즉시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165)

다. 개인정보 송신 방법의 구체화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기 해서는 공동이용하기 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행정

기 에 송신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송신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 정보주체에게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이용되는지에 하여도 알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자정부법 제21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등과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

로 송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해 자정부법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있어 행정 자서명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용하는 

송신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측가능성이 자정부법 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송신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한 송신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강이 법률 자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함과 아

울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한 정보보안 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책임소재의 명확화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서 요한 과제 의 하나는 정보제공기 과 이용기

간의 책임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166) 자정부법 제21조 제4항은 행정기 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제공기 은 당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65) 박균성, 자정부법의 기본구조와 과제, 인터넷법연구 제2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3, 147면～148면.
166) 이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제의 문제 과 개선방안, 디지털시 의 법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12, 3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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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단순히 행정정보의 제공기 이 그 정확성을 유지해

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책임 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는 여러 행정부처가 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그 사용으로 민원사무에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가 그로인한 피해의 구제 차를 용이하게 밟을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명확

히 하여야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

보보호를 하여는 우선 기 간의 정보제공의 방법  차 등을 구체 으로 정하

고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하는 행정기 이 책임감있게 공동이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책임 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가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수 이다. 

마. 공동이용 상의 구체화 

개인정보의 공동이용과 련하여 자정부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동

이용의 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한 규정의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고 포 이라는 

것이다. 

우선 개인정보의 공동이용과 련하여 근본 인 문제로서 행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 법률의 개별  근거가 필요한지의 문제가 있다. 행정기  상호간의 개인정보

의 공동이용에 일일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가 다른 행정기 에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이 은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므로
167)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개별  근거가 있어야 한다. 

167)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하여는 개인정보의 남용 뿐만 아니라 남용 여부와는 

계없이 개인 련정보의 조사로부터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상은 정보주체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합법 인 처리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필요성과 내용에 한 연구,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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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하여 주체가 되어야 하며 객체가 되어서

는 안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국민 개인에게 개인정보의 주체로서의 지 를 

인정하기 해서는 당사자의 실질 인 동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원칙 으로 

사 에 동의가 있어야함을 의미하며 그 외 인 경우는 법치주의에 합당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168) 

자정부법은 제11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21조 제1

항
169)

에서 공동이용의 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한 법률  근거가 일응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내용이 무 포 이어서 개인정보의 다른 행정기 에 한 이 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법문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 를 매우 신축 으로 

확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정부법의 이 규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규범

명확성의 원칙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 자정부법 제21조 제2항의 국

가안 보장과 련된 행정정보와 비  는 이에 하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의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 그러한 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여 히 남아 있다. 

공동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 와 련하여 자정부법이 이와 같이 불명확

하고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범 를 제한해주고 있는가 

는 개정안이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해서

168) 임규철, 공공기 의 개인정보 보호법률에 한 비  고찰, 242면.
169) 제21조 (행정정보공동이용) ①행정기 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야 한다.
1. 민원사항의 처리를 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는 리정보

4. 정보화 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 원회(이하 “정보화추진

원회”라 한다)가 행정기 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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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뒤에서 검토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명확성을 결여하

고 있으며,170)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자정부법 개정안은 오히려 공동이용 상 개

인정보의 범 를 더욱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공동이용 사실의 통지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열람권과 정정권을 인정하고 있다.171) 그러나 개

인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험을 방지하기 해서는 단순한 열람권

170)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보유기 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는 8가지 경우를 나

열하고 있으며, 그 범 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호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도 개인정보화일을 보유목 외의 목 으로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

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는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공동이용의 상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171)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 장에 기재된 범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보유기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 (다른 기 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

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

용의 정정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 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

구인으로 하여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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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왜 자신에 한 정보를 제공하 는지, 구에게 어떻게 달하 는지

에 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상 외 으로 목 외

의 공동이용이나 타기 에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도 정보주체에

게 그 제공에 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개인정보 국외이송의 문제

오늘날 국제 인 정보의 유통이 크게 증가하는 실에서 외국정부 는 국제기구와

의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송되어 공동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조약 기타 국제 정의 이행을 하여 외국정부 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172) 개인정보의 국제  공동이용에 해서는 우

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그러한 조치가 국제

 기 에 부합하도록 구체 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173)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체

으로 검토하여 국제정보유통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율 으로 보호하

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의 국제  기 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 공동이용에 한 통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감독기 에 의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한 통제를 정한 

규정이 없다. 제10조 제3항
174)

은 강제성이 없고 제4항
175)

도 개인정보화일 보유기 의 

172) 다만 정보통신망법이 제53조에서 정부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는 국제기구와 상호 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3) 이와 련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에서는 EU회원국 내에서는 모

든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동일한 수 으로 보호될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개
인정보보호가 미흡한 유럽연합 외의 제3국으로는 EU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 

송을 지하고 있다(제25조). 한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도 EU회원국 이

외로 개인정보를 송하기 해서는 정한 개인정보보호수 이 보장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제4b조).
174) “보유기 의 장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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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단에 맡겨져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이 제11조 제2항
176)

에서 보유기

의 장에게 개인정보화일의 제공과 련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리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이 역시 일종의 내부 인 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공동이용

의 사유와 목 , 정보수령인, 달되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하여 해당 기 이 이를 기

록하고 이러한 기록을 정보보호 원회와 같은 통제기 이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제7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검토 

1.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제안이유 

지식정보사회에 상응하는 자정부의 발 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국

민 불편의 해소를 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

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하여 사용목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 성확보를 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
175) “보유기 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 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개
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4항)

176) 제11조 (처리정보의 제공) ②보유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

의 제공을 요청한 기 에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

리정보제공 장에 기록하고 이를 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제공받는 기 의 명칭

3. 이용목

4.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6. 제공의 주기

7. 제공의 형태

8.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에 하여 사용목 등에 제한을 가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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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체제가 구체 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  간 조  행정정보의 공유과정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보안을 한 법  기반의 마련을 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공동이용의 상정보․추진체계․ 차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이용기 의 개념 정의(안 제2조)

행정정보라 함은 보유기 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유지․ 리하는 부호ㆍ문

자ㆍ음성ㆍ음향ㆍ 상 등의 자  자료를 말하며, 이용기 이라 함은 행정기 ․

공공기 ․ 융기   기타 민원사항의 처리를 소 사무로 하는 통령령이 정하

는 기 으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원회로부터 공동이용의 승인을 얻어 행정정보를 

조회하거나 송받는 기 을 말함.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책무(안 제4조)

보유기   이용기 이 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하여 상호 조하여 행

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는 법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유기   이용기 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함에 있어 수해야할 원칙  의무사항을 규정함.

다.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범 (안 제5조)

행정기   공공기 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범 를 별표에 명시된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정보로 한정하며, 별표의 범  

내에서 그 밖의 기 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함.

라. 개인정보의 보호(안 제6조)

이용기 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하여 정보주체의 사  동의를 얻도록 하

되, 다만 보유기 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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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 아니하며 이용기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될 지행

를 정하여 이용목 에 구속되도록 함.

마. 공동이용의 차(안 제8조 내지 제12조)

(1) 이용기 의 신청에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원회가 승인함으로써 공동이

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원회가 공동이용의 승인을 거부 는 철회․ 단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정보공동이용 원회로부터 공동이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세기본

법․ 세법․부동산등기법․호 법․주민등록법․지 법․지방세법․자

동차 리법․건축법 등 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함.

(3) 이용기 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을 통하여 자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확인하여 제출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칙 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 자

료를 조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보안기술을 용하여야 함.

바. 공동이용의 추진체계(안 제13조 내지 제16조)

(1) 행정자치부장 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기본방향에 하여 공동이용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확정하며, 계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련정책의 수립․집행에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함.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이용기 의 승인․철회 등

에 한 사항  행정정보․이용기 의 추가․변경에 한 사항 등을 심

리․의결하기 해 국무총리소속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원회를 둠.

(3)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안정 인 공동이용체계를 구축․ 리하고 공동

이용 차  행정정보의 보존․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 자정부

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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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둠.

(4) 정보주체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련하여 본인에 한 사항 등의 열람을 

이용기 에 청구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기 은 열람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사. 행정정보의 보안(안 제17조 내지 제19조)

(1) 공동이용에 있어 행정정보의 안 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가 조치하여할 사항으로 암호화 등 보안 리규정을 제정․시

행토록 규정함.

(2) 이용기 은 보안 리를 해 행정정보의 ․변조방지기능을 용하고, 정

보 리책임자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운 하며, 공동이용에 한 사항

을 정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이용기 은 업무처리담당자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등록하고 공동이

용의 승인을 얻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 자정부구 을 한행

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 자서

명을 사용하여야 함.

아. 벌칙(안 제24조)

구든지 행정정보 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변경․훼손하거나 법․부

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

하되, 벌 형의 경우 지행 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액을 벌 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문제  

가. 법체계상 문제  

이 법의 목 은 개인정보가 아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한 것으로는 합하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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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을 통한 규율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규율이 더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나. 공동이용기 의 확  

이 법안은 국가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 이 아닌 기 들간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바,  법안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 으로 행정기 은 물론 공공

기 을 넘어서, 융기 과 기타 민원사항의 처리를 소 사무로 하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 으로 확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이 공공부문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한 규범명확성

원칙과, 목 구속원칙, 개인동의라는 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검토사항 

필요한 범  내에서 민간기 과의 공동이용을 해서 그 법  근거를 명확히 해

야 한다. 이와 련하여 민간기 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난정보

의 공동이용의 경우와 같이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기 이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제공을 강제할 의무의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 상이다. 

제8   결  론 

1. 개인정보와 련된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이 때 법률은 자정부법이나 행 차법과 같은 일반조

항이 아닌 구체  개별 법률조항에 근거해야 한다. 

2. 근거 법률에는 공동이용의 목 과 상정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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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규정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는 공동이용

의 요건이나 차, 범  등이 보다 엄 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한 공동이용되는 

개인정보  정치 ․종교 ․사상  신념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다른 개인

정보의 보호보다 더 많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기 의 범 를 설정할 때에도 개인정보의 공동

이용이 필요한 기 인지 여부를 엄 하게 단하고 그 상기 을 확 하는 경

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실효 인 리와 규제가 미치는 역이어야 함을 반

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 자  조회로 공동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개인정

보의 송신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고 우선 으로 자조회의 방식으로 공동이용

을 하도록 하되, 송신을 하더라도 그 송신방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을 한 송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

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 정보주체에게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 자신

의 정보가 이용되는지에 하여도 알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6. 공동이용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한 합리 인 방안을 강

구하고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포

 노출과 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하여 수집  보 의 책임주체가 명

확하게 규정되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7. 따라서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범 를 지나치게 범 하게 규정하는 

것은 목 구속의 원칙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야 한다. 

8.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에 한 열람권과 정정권을 인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험을 방지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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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순한 열람권만이 아니라 왜 자신에 한 정보를 제공하 는지, 구에게 

어떻게 달하 는지에 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률상 외 으로 목 외의 공동이용이나 타기 에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어도 정보주체에게 그 제공에 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9.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감독기 에 의한 개인정보와 련된 행정정보공동이

용에 한 통제를 정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유와 목 , 

정보의 수령인, 달되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하여 해당 기 이 이를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을 개인정보보호 원회와 같은 특정의 통제기 이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0.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공동이용을 한 제도  장치이자 사  권리구제 차로

서 개인정보사 향평가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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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한 역감시체계의

구축의 기본방향

제1   문제의 제기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Biometrics)177)
이란 사람의 생체  특징(가령 지문, 홍채상, 

망막상, 얼굴 등) 내지 행동  특징(가령 음성, 필체, 타자리듬, 걸음걸이, 입술모양 

등)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신원을 자동화된 장치를 통해 인증 내지 식별하는 기술을 

말한다. Biometrics(독일어 Biometrie)라는 말은 생물이라는 말의 희랍어 Bios와 척도

라는 의미의 희랍어 Metron의 합성어로 어원에 따르면 생물체측정기술을 의미하는 

말이다. 유 자도 표 인 생체정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주체를 별하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체정보자동인식기

술과 련한 본고의 고찰의 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

(Biometrisches System)이란 사람의 신원을 검증 는 식별하기 해 생체정보자동인

식기술을 응용하여 작동하는 기계장치와 로그램의 통합체계를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만인부동의 생체 ․행동  표지를 사람의 신원확인을 한 표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도로 확실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분야에서 는 보안성․신원확

인의 정확성을 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분야

에서 그 응용범 를 넓 가고 있다. 생체정보 이용의 고 인 분야인 형사 차나 

방범활동을 비롯하여 출입국 리, 요한 공․사의 시설에 한 출입통제, 여권을 

177) 독일연방헌정보기술안 국(BSI: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 
chnik)이 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안내서, Grundsätzliche Funktionsweise bio- 
metrischer Verfahren의 서설(Einleitung) 참조. 이 자료는 http://www.bsi.bund.de/ 
fachtthem/biometrie/einfuehrung.htm(Stand: 2006. 8. 8.)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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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신분증명서, 자서명 등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에도 다양한 분야에

서 실제로 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3년 17세 이상의  국민을 상 로 채취한 10손가락 지

문에 한 산처리가 끝나 신속하게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지문자동인식시스

템이 경찰청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험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얼굴

자동인식 로그램이 더욱 정교하게 발 한다면, 재 우리나라에서도 확신일로에 

있는 CCTV를 통한 범죄 방시스템도 장기 으로는 얼굴자동인식시스템과 결합되

면서 범죄 방이나 범인추 이 더욱 효과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9․11 

미테러로 발된 서양인들의 테러공포감은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공공 역에

서의 사용거부감을 상당히 하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테러방지를 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과 비자면제 정을 맺고 있는 27개

국들이 속속 생체여권 내지 생체신분증을 도입하고 있는 이다. 미국과의 비자면

제 정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단계 으로 생체여권 도입을 한 사업을 진행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이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의 시장규모도 속히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

는 2003년 약 7억불 정도에서 2006년에는 27억불, 2008년에는 46억불 정도로 세계

시장의 볼륨이 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78) 시장규모의 속한 확 는 

련 기술의 고도화를 진하게 될 것이다. 국내시장규모도 2003년에는 약 356억원

에 불과하 으나 2007년에는 최소 933억원에서 최  1,499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179) 

그러나 이 기술을 응용한 시스템을 운 하는 공권력이 개인의 생체정보를 원래의 

목 과는 다른 목 으로 이용한다든가 생체정보를 출한다든가 생체정보를 마치 

178) K. Wadhwa(Director EMEA), IBG(International Biometric Group), The Promise of 
Biometric Technologies, BioAsia - Biometrics in Security Symposium, 2004. 3. 27, 13.

179) 국내시장의 동향에 해서는 이창범, 생체 라이버시보호 원칙에 한 연구, 인
터넷법률 제31호(2005. 9), 26면  그곳에서 인용된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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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자로 이용하여 다른 데이터뱅크에 장된 개인정보들을 

추 하고 집 하며 그 정보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개인정보를 통해

서 개인을 감시하고 공 ․사  역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한 없는 자가 시스템에 침투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를 가로채거

나 시스템을 도용함으로써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 생체정보자동인식

시스템 운 과 련된 이와 같은 잠재 인 험성을 방함으로써 개인의 라이버

시와 련된 기본권 인 법익과 이 시스템운 에 한 공익 내지 사익이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합리

인 법  규제를 통해서 생체정보이용에 한 국민들의 불안감 내지 거부감을 불

식시키지 못하면 련 산업의 발 도 기 하지 못할 것이다.

공권력만이 아니라 사인 내지 사  조직도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그

에 따른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의 험성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생

체정보이용에 한 법  규율의 기본방향에 을 둔다. 이하에서는 먼  생체정

보자동인식시스템의 기본구조와 기술  한계를 살펴 으로써 재 어떤 종류의 시

스템이 어떤 목 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제2 ), 이어서 생체정보의 조

사  이용이 기본권에 미치는 향과 그와 같은 정보활동이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한 뒤(제3 ),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이 실제로 공공부문의 어

떤 역에서 응용되고 있는지를 개 하면서 우리의 련 법규의 황을 악하고

(제4 ), 주요 국가의 생체정보보호법제를 살펴본 뒤(제5 ), 공권력에 의한 생체정

보이용에 한 추가 인 내지는 보완 인 법률  규율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

다면 그러한 규율을 어떤 법에 담아야 하는지에 한 답을 제시한다(제6 ).

제2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기본구조와 한계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에서 단할 수 있으려면, 생체

인식정보체계 체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생체정보의 조사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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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사용되는 기술의 내용, 장단 , 특성, 한계 등에 한 정확한 이해를 기 로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잠재  험성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1. 역  사 

생체정보를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하여 사용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180) 가

령 지문은 고  바빌론시 부터 신문증명의 방법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고, 국의 당나라 때에도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무인을 었다고 한다. 신

원확인의 목 으로 생체정보를 활발히 활용한 분야는 무엇보다도 형사소추분야일 

것이다. 1858년 범죄수사에 지문을 이용하자는 제안이 있은 뒤, 같은 해 처음으로 

William Herschel 경이 당시 국령이던 인도의 한 지방에서 무역업자와의 계약을 

인증하기 하여 지문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870년 랑스에서 Alphonse 

Bertillon라는 사람이 범죄수사의 기법으로 지문측정방법이 최 로 이용된 후 20세

기   세계에 리 보 되기 시작했다. 1892년 다 의 사 이자 통계학자인 Francis 

Galton은 지문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지문날인 시스템은 1901년

부터 채택되었다.

1960년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스템을 해 지문자동인식시스템 연구가 시

작되면서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 개발시 가 시작되었다. 1960년 에는 손모양자동

인식시스템이, 80년 반에는 홍채상  망막상 인식시스템이 개발되었다. 1994～

1996년 미국방성 주 의 얼굴인식시스템 상 공고와 성능경쟁 회가 개최된 데 이

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상업화 물결이 어닥치고 있다.

180) 이하의 내용에 해서는 BSI, Grundsätzliche Funktionsweise biometrischer Ver- 
fahren의 서설생체측정학의 역사  발 (Historische Entwicklung der Biometrie) 
부분 참조. 이 자료는 http://www.bsi.bund.de/fachtthem/biometrie/einfuehrung.htm 
(Stand: 2006. 8. 8.)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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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기본구조

가. 생체정보인식기술의 기본구조

생체정보자동인식의 기본원리는 모든 시스템에 공통된다. 

(1) 원생체정보의 조사: 먼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사용되는 생체정보를 

그 특성에 합한 센서를 사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센서에는 카메라, 마이

크, 타자기 자 , 냄새감지센서, 지문인식센서 등이 있다. 

(2) 템 릿 계산: 이어서 이 원생체정보를 가공하여 이른바 템 릿(Template; 型

板)을 만든다. 템 릿은 원생체정보를 데이터 비교의 편의를 하여 일정한 

기 에 의하여 축약한 것이다. 원생체정보의 축약은 개인의 정체성 별의 

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정한 특징을 수치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3) 기 정보 등록: 다음에 이 템 릿을 생체정보인식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처음 사용할 때 기 정보(reference data)로 등록한다. 

(4) 조: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할 때 해당 시스템의 센서에 원생체정보를 입

력하도록 하고, 그것으로부터 계산해 낸 템 릿과 비교를 한 기 정보를 

담고 있는 템 릿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교하고 양자가 일치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일치여부를 정한다. 비교결과 두 템 릿이 일정 기  값 이상으

로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장치는 일치신호를 보낸다.

나. 생체정보의 종류

생체정보인식기술에 사용되는 생체표지들은 여러 가지 기 에 의해 분류할 수 있

지만, 사람의 신체  특징과 련된 생체  표지(physiologische Merkmale)와 사람의 

행동과 련된 표지(behavoriale Merkmale)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이다. 생체  표

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스템이용자가 능동 ․ 극 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고 단

순히 센서에 해당 표지를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생체  표지를 수동  는 정태  

표지(passive oder statische Merkmale)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행동  특성과 련된 



166

표지들은 시스템이용시에 이용자가 해당 행동  표지를 극  행 를 통해 보여주

어야 하기 때문에 능동  는 동태  표지(aktive oder dynamische Merkmale)라고도 

한다. 

생체  표지는 다시 유 되는 생체정보와 발생․성장의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되

는 생체정보로 나  수 있다.181) 

유 되는 신체  생체정보는 유 형질을 공유하는 근친 는 종족 사이에는 특히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유 자 이외에도 얼굴, 손모양 등이 이 유형의 생

체정보에 속한다. 유  생체정보들은 부분 으로 가령 얼굴모습처럼 근친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고도의 유사성 때문에 생체정보를 신원을 확인하는 표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약 을 가지고 있다. 

발생․성장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되는 생체정보로는 손등이나 손목의 정맥상, 망

막상, 홍채상, 지문 등이 있다. 이 생체표지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특정인의 것과 유

사한 표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  집단에서 특정인의 것과 유사한 표

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생체정보를 가지고 모방하거나 학습

을 통해 본래의 생체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식별표지

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사람의 행동  특성과 련된 생체정보(상황  조건의 규정을 받는 표지; kondi- 

tionierte Merkmale)는 삶의 과정에서 규칙 으로 반복됨으로써 정형화된 개인의 행

동 련 특징이다. 필체, 타자의 율동과 메카니즘, 육체의 형태, 걸음걸이, 말할 때의 

입술의 움직임 등이 이와 같은 정보로 분류된다. 이 정보들은 타인들도 노력에 의해 

습득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에서 개인식별표지로서는 취약성이 있다. 

이 표지는 다시 지식에 기 한 동태  생체정보와 생리 인 생체정보로 구분된다. 

즉 입술의 움직임, 목소리를 통한 신원확인은 보통 일정한 식별단어(codeword)를 매

개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걸음걸이의 특징은 일반 으로는 생리 인 요소에 의해 

181) Zentrum für sichere Informationstechnologie - Ausria, Leitfaden Biometrie - Überblick 
und Stand der Technik(Aktualisierte Version), 2004. 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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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고 의지의 향을 받지 않는다. 식별단어를 바꾸면 당연히 템 릿도 바 게 

된다. 물론 화자인식기술처럼 식별단어와 무 하게 화자를 인식하는 행동 련 생체

정보
182)

도 존재한다.183)

다.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의 두 가지 방법

생체정보인식기술로는 기본 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이른바 1:1 조 신

원검증법(Verification; 보통 간단히 ‘검증’으로 번역
184)

하나 그 의미의 달이 어려워 

여기서는 일단 의역)으로 특정된 이용자가 제시하는 그의 생체정보로부터 템 릿을 

계산해서 등록되어 있는 그의 템 릿과 1:1로 비교함으로써 이용자가 주장하는 신

원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즉 이용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신원을 그가 사

에 비교 거로 등록해 놓은 생체정보,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에 기 해 구성된 템

릿과 조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등록된 템 릿이 시스템 안에 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용할 때마다 칩카드와 같이 장된 템 릿을 포함하고 있는 토큰

을 입력시켜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다. 다수 이용자의 템 릿을 앙에 집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ID 번호 등을 입력하여 시스템이 테이터뱅크 내에 있는 이

용자의 템 릿에 직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비해 다 등록자 조 신원식별법(Identifikation; 보통 ‘식별’로 번역되나
185) 

의미 달을 해 의역)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의 생체정보를 입력하여 다수

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체정보와 조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재 이용 인 자 내지 미지의 신원확인 상자의 

템 릿을 등록되어 데이터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템 릿들과 비교하

182) J. P. Cambell, Speaker Recognition, Fig. 8. 1. In: A. Jain/R. Bolle/S. Pankati, Bio- 
metircs: Personal Identifikation in Networked Society, Norvell 1999, 165～189면.

183) 생체정보의 기술  의의와 특성에 하여 종합 으로 분석하고 있는 국내문헌으

로는 권 빈, 생체인식산업 활성화를 한 법제도 조사․연구, 정보통신부 학술

연구, 2004, 4면 이하 참조.
184) 한국생체인식포럼이 설정한 생체인식기술용어표  참조.
185) 한국생체인식포럼이 설정한 생체인식기술용어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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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용자( 는 확인 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

우 시스템은 재 이용자 내지 신원확인 상자만이 아니라 모든 등록된 사람들의 

템 릿에 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템 릿을 분산 기억시키는 것은 이 시스

템의 작동구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이 방법은 가령 지문을 이용한 수사나 이용자

의 편의를 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식별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해 

그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출입통제장치에 사용된다.186)  

라. 원생체정보와 활용도 높은 생체정보의 조건

원생체정보(미가공 생체정보)란 카메라, 녹음기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인체 는 

인간의 행태에 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특징 들의 수  조합인 템 릿으로 환산되

기 이 의 정보를 말한다. 이 정보들은 재생이 가능하고, 사람이 직  지각할 수 있

으며, 다른 사람의 원생체정보와 비교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에 

한 추가정보(가령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그 주인공의 성별, 강의 나이, 출신민족 

등을 추정할 수 있음)를 얻어낼 수 있다.

생체정보인식기술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체정보가 될 수 있는 제1조건은 무엇보다

도 사람들마다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즉 충분한 차별성이 있어서 그 주체의 

명확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고유성; Distinctivness/Uniqueness)이다. 

동자의 색이나 신장 등은 그와 같은 다양성이 없어 활용가치가 낮다. 지문, 홍채

상 등은 충분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생체정보인식기술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가지려면 그 밖에도 그 생체  표지가 모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이어야 하고(보편성; Universality),187) 그 표지의 개인별 

186)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Stand der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Di- 
skussionen zum Them Datenschutz bei biometrischen Systemen, 2001(이하 ‘감정의

견’으로 인용), 9면.
187)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스템에 등록될 수는 없다. 가령 손가락이 모두 잘려

나가 지문을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막노동으로 지문이 닳아 일

시 으로 지문을 채취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문가들은 지문의 경우 약 2% 



제 5 장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한 역감시체계의 구축의 기본방향   169

고유성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고( 구성; Permanence), 수집이 

용이해야 해야(수집의 용이성; Collectability) 한다.

마. 템 릿
188)

생체정보인식시스템에 사용하기 하여 수집되는 원생체정보와는 달리 템 릿은 

이 원생체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인간의 신체  특성이나 행태에 한 수학  

모델이다. 를 들면 채취된 지문에서 이른바 융선의 시 , 단 , 심 , 분기 , 삼

각주 등의 특징 들을 추출하여 그 조합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으로 수치

로 표 되는 템 릿이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 수의 크기는 어떤 수학  모델을 사

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보통 원생체정보가 다르면 그 템 릿도 달라질 충분한 정도

의 확률이 나타나도록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 기 때문에 템 릿들이 상호 일치한

다는 것은 자연과학  의미의 엄 한 증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경험과 확률

연구의 결과이다. 템 릿은 원생체정보에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보에서 템 릿으로 변환할 때 정보가 일부 상실된다. 따라서 템 릿만

을 가지고는 원생체정보를 재구성할 수도 없다.

상이한 원생체정보들이 템 릿 형성 모델 때문에 동일한 템 릿으로 구성될 수 

있고  원생체정보에 비하여 감소된 데이터 때문에 두 사람의 템 릿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과 으로 모든 사람들을 생체정보인식 차를 통해서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충

분히 다른 수의 템 릿 형성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학  모델도 단순한 이론 인 가

정일 뿐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상이한 템 릿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까지의 사람에서 지문채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해서는 

Tony Mansfield, “How to achieve test results in real life.” 2000년 11월 6～8일에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Biometrics 2000에서의 강연 내용. H. Bäumler/L. Gunder- 
mann/T. Probst, 감정의견, 10면에서 재인용. 

188) 이에 해서는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1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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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템 릿이 생체정보인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마다 공개하지 않는 고유의 알

고리즘에 의거하여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의해 만들어진 템 릿들은 서로 

비교될 수 없다.189) 그 기 때문에 공  역에서  국민을 상 로 생체정보인식시

스템을 구축하려면, 표 인 알고리즘 체계를 사용하여 템 릿을 생성해야 한다.

바. 템 릿 미사용 생체정보인식시스템     

템 릿을 사용하지 않는 생체정보인식시스템은 아직 개발 기 단계에 있다. 이 

시스템은 “익명생체정보인식기술(anonyme Biometrie)”로 지칭되고 있다. 이 시스템

은 원칙 으로 평문(암호화되기 이 의 원래 달하려는 문장)에 근하는 열쇠로 

생체정보를 사용한다.190) 보통의 생체정보인식시스템에서 비교 차를 하게 구성

하고 허용오차의 범 를 설정함으로써 처하려는 생체정보 변이의 문제가 이 시스

템에서는 암호해독열쇠의 구성문제로 바 다. 즉 이 시스템에서는 원생체정보가 다

르면 항상 상이한 암호해독열쇠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분야에서

는 이미 이 유형의 시스템을 사용한 시제품이 나와 있다고 한다.

사.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장되는 정보

생체정보인식시스템에서 원생체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생체정보자

동인식시스템에서는 원생체정보를 기 로 템 릿을 계산해 내고  이 템 릿 정보

를 비교를 한 정보로 사용하는데, 템 릿 정보의 양은 원정보의 양에 비하여 하

게(1/100 는 1/1000)191) 축소되기 때문이다.  

템 릿 모델의 구성과 그 계산은 데이터 비교를 한 한 단계이다. 원생체정보를 

189) 한편, BioAPI 컨소시움이 생체정보인식장치의 호환성을 목표로 하는 장치표 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알고리즘의 표 화와 생체인식장치의 표 화는 

 별개의 기술 인 문제이다. 이에 해서는 K. Schröder, Standardisierung bio- 
metrischer APIs, DuD 3/1999, 160 참조.

190) Donnerhacke, Annonyme Biometrie, DuD 3/1999, 153면 이하 참조.
191) K. Wadhwa(Director EMEA), IBG(International Biometric Group), The Promise of Bio- 

metric Technologies, BioAsia-Biometrics in Security Symposium, 2004. 3. 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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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릿으로 처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생략하기 해 원생체

정보 신에 템 릿을 장한다. 이용시에는 이용자가 제시한 생체정보만을 템 릿

으로 계산하면 된다. 비교 상이 되는 생체정보는 이미 템 릿의 형태로 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원생체정보의 장․ 근을 허용한다. 지문자동인식시스템
192) 

이외에도 얼굴자동인식시스템이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 비교를 유 으

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자동인식 출입통제장치에서 오류신호가 울리

면 그 장치의 모니터에는  이용자의 사진과 기억되어 있는 사진이 나타나 유 에 

의한 조를 돕도록 되어 있다.

생체정보는 데이터뱅크에 집 해서 기억시킬 수도 있고, 이동 화기, PDA, 는 

노트북과 같은 이동식 정보처리장치처럼 이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장치에 분산 기억

시킬 수도 있다.  

템 릿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템 릿 신에 평문( 달하고자 하는 의미

가 담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과 암호문의 짝(cleatext-chiphertext-pair)을 사용한다.

아. 생체정보처리과정  생체정보에 한 무단 근의 가능성

생체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본 으로 센

서에서 템 릿 계산 과정으로 넘어갈 때, 템 릿 계산의 결과를 장하는 과정에서, 

이 장장치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때 생체정보에 

한 무단 근이 가능하다. 무단 근을 통한 생체정보의 출, 오남용을 방지하기 

해서는 시스템 침투나 공격을 막는 보안 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를 

수집해서 템 릿을 계산하기 하여 공개되어 있는 장치를 사용하고  정보의 집

을 해서 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같은 문제는 

단말기(POS-Terminal)를 사용하여 자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192) 일단 컴퓨터를 통해 입력된 지문정보를 가지고 계산해 낸 템 릿과 일정 비율 이

상의 일치도를 보이는 템 릿의 목록을 뽑아낸 후 감식 문가가 원지문정보들과 

조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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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입력하는 개인식별번호(PIN)를 장치조작을 통해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생체정보인식시스템에서도 안 성이 검증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지만 고객이 상인의 단말기를 상세하게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단말기 조

작 사실을 감지하기 어렵다. 생체정보의 무단 도용방지는 생체정보인식시스템 자체

의 조작 방지 로그램과 한 계가 있다. 어 든 생체정보의 조사, 템 릿 산

정․ 장․비교가 하나의 장치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생체정보의 보호를 

해서는 유리하다. 재 지문인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합기능을 갖춘 소규모 장

치가 개발되어 있지만, 가령 얼굴인식 센서인 카메라까지 부착하고  이를 기 로 

템 릿까지 계산해 내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를 이미 등록된 것과 비교하여 신

원을 확인하는 소규모장치를 만드는 것은 여 히 기술 으로 어렵다.

3.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장 과 문제  

가. 장 

1) 편리성과 경제성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본질 인 장 은, 생체정보는 이용자가 기억하거나 별

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고  그 기 때문에 망각이나 분실의 험도 없기 때문에 패

스워드나 개인식별번호 는 칩카드에 비해 이용자에게 편리하다는 것이다. 시스템 

운 자의 입장에서도 패스워드나 비 번호를 망각한 사람들을 한 서비스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칩카드 분실자에게 새 카드를 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경제 이다. 

그 지만 이 시스템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본인거부율(본인의 생체정보가 맞

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 때문에 시스템이 본인이 아닌 것

으로 정하는 확률) 때문에 패스워드나 개인식별번호와 같은 보충 인 인증시스템

을 가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용의 

편리성이나 시스템의 운 의 경제성이라는 장 도 상 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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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정보의 불가양성․복제곤란성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다른 장 은, 생체표지가 반복 인 연습을 통해서 모

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한 사람의 생체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

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체표지들은 매우 섬세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생체정보를 복재하여 시스템을 도용하기 어렵다. 그 기 때

문에 개인식별번호나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본인이 스스로 시스템

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의한 인증의 신뢰도도 그 만큼 높아지

게 된다. 

물론 생체정보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될 수 있다. 생체표지들 에는 본인이 알

지 못하는 가운데 유출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가령 본인이 의식하지 촬 되거나

(얼굴) 채집되거나(지문) 녹음될 수도 있다.  시스템에 기억된 템 릿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불가양성․복제곤란성으로 인

한 도용의 험성 자체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체정보의 수집․등록․이용과 련

한 시스템보안의 필요성은 여 히 요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3) 상  구성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성명, 주소, 패스워드나 아이디, 개인식별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그 정보의 주체가 살아 있는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특성

이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한다는 에 그 장 이 있다. 

물론 노화나 상처 등으로 생체  표지와 련된 정보 자체가 변경될 수 있고, 행

동  특성도 의식 인 노력이나 사실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바뀔 수도 있다는 

에서 이 장 도 상 화된다. 이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해서는 템 릿 정보를 그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 템 릿 미사용 시스템은 템 릿 정보를 갱신

하지 않고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생체정보의 이와 같은 약 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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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문제 : 안정성  신뢰성

1) 신뢰성과 안정성

① 근본문제

동일한 개인의 동일한 종류의 생체정보들도 조사시기가 다른 경우 결코 항상 100% 

일치하지 않는다. 측정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생체정보 자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령 목소리의 변성, 얼굴의 노화, 지문의 손상 등). 따

라서 원생체정보들로부터 생성해 낸 템 릿도 같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체정보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근본  문제가 발

생한다. 즉,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이처럼 시스템이 생체정보의 주체를 오독할 가

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을 고려하여

야 한다. 즉 일정한 허용오차를 정해 비교 상이 되는 템 릿들이 어느 정도로 일치

할 경우에 인증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이 허용오차 범 의 선택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가치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시스템을 통한 인식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일 수 있다. 즉 본인의 생체정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치들이 무 달라 시스템이 그 생체정보를 타인의 것으로 잘못 독할 수도 있

고(false non-match), 상이한 두 사람의 생체정보임에도 그 측정치가 유사하여 타인

을 본인으로 독할 수도 있다(false match).

시스템이 이러한 잘못된 독을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먼  생체정보의 개인별 

고유성이 떨어져 그 주체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센서의 

성능이 떨어져 센서를 통한 생체정보의 조사와 템 릿 계산이 충분할 정도의 정확

성을 갖지 못하고, 상이한 사람의 상이한 생체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템 릿

이 형성되거나 동일한 사람의 생체정보임에 불구하고 상이한 템 릿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밖에도 고의 는 과실에 의한 시스템사용의 잘못이나 시스템의 형성의 미

숙으로 생체정보가 조사과정에서 잘못 조사될 수도 있다(가령 지문채취나 얼굴촬

, 음성녹음의 미숙). 끝으로 생체정보 비교의 결과는 일치도에 향을 미치는 매

개변수(Parameter)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즉 식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템 릿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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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확정할 때 많은 특징 들을 고려하도록 하면 본인을 타인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용자에게 불편을 래하고, 반 로 특징 들의 수를 이면 본인을 타인

으로 읽을 가능성은 어들지만, 타인을 본인으로 오독할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일정한 통계 인 허용오차의 범  안에서 작동

할 수 있을 뿐이다. 각 시스템의 성능을 정확히 단하려면, 엄정하게 정의된 실험

조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실험을 해야 한다. 그 지만 이 실험결과조차

도 센서, 비교를 한 알고리즘, 비교인자들이 변화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193) 

② 오독율과 허용오차의 한계

조사 상 생체정보가 사람들마다 충분히 달라서 템 릿 계산을 통해서 생체정보

가 다르면 그것을 기 로 만들어지는 템 릿 정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제가 충족

되어 있다면, 시스템의 오독율은 체로 템 릿 비교 성능에 달려 있고, 템 릿 비

교 성능은 다시 이른바 허용오차의 한계에 달려 있다.

본인의 생체정보가 입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정하는 비율을 본인거

부율(false rejection rate; FRR)이라 한다. 이용권한 없는 타인의 생체정보가 입력되

었음에도 등록된 이용자로 인식하여 이용을 허락하는 비율을 본인오인율(false 

acceptance; FAR)이라 한다.194) 그 밖에도 충분히 명료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 비교의 거로 사용될 수 있는 생체정보인 템 릿도 형성될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의 비율을 등록실패율(Failure to enroll rate; FER 는 FTR)이라 

한다. 등록실패율은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 를 한

정한다.195) 

193) B. Wirtz, Biometrische Verfahren, Abschnitt 3, in: DuD 1999. 3, 129-133.
194) 이 용어는 원래 출입통제시스템과 련하여 만들어졌지만 거의 일반 으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스템의 응용분야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고 사용하

기로 한다.
195) 국의 Communications-Electronics Security Group(CESG)의 실험결과보고서 “Biome- 

trich Product Testing- Final Report”(2001. 3), CESG contract X92A/4009309에 따르

면 얼굴인식의 경우 0%, 칩을 센서로 사용하는 지문인식의 경우 1.0%, 학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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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거부율과 본인오인율은 상호 견련 계에 있다. 시스템의 부정사용의 험을 

낮추기 해, 즉 본인오인율을 낮추기 하여 어떤 시스템의 허용오차를 좁게 인정

하면, 본인거부율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표 5－1>은 이를 구체 으로 보여 다.

<표 5－1>에 용한 본인거부율 기 은 사실 이 시스템의 실용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당한 이용자에게 10회의 이용  1회씩 거부당하거나(즉 10%의 본인거

부율), 100회 이용시 3회 거부당하는 것(3%의 본인거부율)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표 5－1>  CESG의 생체정보자동인식장치 실험에서 확인된 본인거부율과

본인오인률
196)

시스템 본인오인율 3%시 본인거부율 본인오인율 10%시 본인거부율

얼굴인식 0.5% 0.09%
지문인식(칩센서) 25% 0.0025%

지문인식( 학센서) 20% 7%
손모양인식 0.15% 0.05%
홍채인식 본인오인율 2%시 본인거부율 0.0001%
정맥인식 30% 6%
음성인식  1% 0.015%

최근 행해진 비교  규모 인  집단을 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통해서 재의 

기술수 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국립표 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를 사용하는 지문인식의 경우 2.0%, 손모양인식의 경우 0.0%, 홍채인식의 경우 

0.5%, 정맥인식의 경우 0.0%, 음성인식의 경우 0.0%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자료는 

Zentrum für sichere Informationstechnologie - Austria, Leitfaden Biometrie - Überblick 
und Stand der Technik, 2004. 1, 6면에서 재인용. 

196) Communications-Electronics Security Group(CESG)의 실험결과보고서 “Biometrich 
Product Testing - Final Report”(2001. 3). 이 자료는 Zentrum für sichere Information- 
stechnologie - Austria, Leitfaden Biometrie - Überblick und Stand der Technik, 2004. 1, 
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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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and Technology)197)
는 2003년 6,000명분의 지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지

문자동인식 실험에서는 90%의 인증율과 1%의 본인오인율을 보 다는 사실과 3,000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얼굴자동인식 실험에서는 마찬가지로 90%의 인증율과 

1%의 본인오인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물론 얼굴자동인식시스템의 경우 

의 수치는 최 조건하에서 얻어진 결과이고, 야외에서는 최고성능을 보인 시스템

도 본인인증률이 43%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독일 연방정보기술안 국(BSI; Bunde- 

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의 얼굴자동인식 실험에서도 본인거부

율이 64% 이상, 본인인식률이 50%까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198)

오독율  템 릿 일치 정을 한 허용오차의 한계, 그리고 오독율의 허용오차

한계와의 상 성까지를 포함하는 오류통계를 확정하려면 세심한 계획에 입각한 

범 한 실험이 필요하다. 보통 이를 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체정보가 담긴 데이터

뱅크와 동일한 사람들의 생체정도를 수차례 조사한 자료가 사용된다. 특히 오독율

을 과 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어떤 데이터와 템 릿이 비교되는지에 

유념하여야 한다. 재 그러한 실험과 련하여 일반 으로 인정된 통일된 기 은 

존재하지 않는다.199)

그 지만 이 실험들이 체로 비교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에 한 실험일 뿐이고 

센서의 성능, 생체정보조사자의 기술 인 능력, 시스템이용자의 숙련도까지도 포함

하는 시스템 체의 성능에 한 실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어떤 시스

템의 인식성능에 한 신빙성 있는 평가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200) 

어 든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기 로 만들어진
201) 다음의 <표 5－2>는 생체정보자

197) NIST, “Summary of NIST Standard for biometric accuracy, tamper resistance, and 
interoperability”, 2002. 11. 13.

198) BSI, “BioFace - Vergleichende Untersuchung von Gesichtserkennungssystemen”, öffent- 
licher Abschlußbericht, 2003년 6월. 

199) 재 다양한 기 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해서는 H. Bäumler/L. Gundermann/ 
T. Probst, 감정의견, 31면 주 101～103 참조.

200) 이 문제는 가령 법  분쟁에서 요한 문제로 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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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식장치들의 테스트에서 확인한 본인거부율과 본인오인율을 기 로 각 장치의 

성능 내지 신뢰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표 5－2>  생체정보자동인식장치의 신뢰도 분류
202)

인식결과의 신뢰도 본인오인율 본인거부율

5% 이상 7% 이상

1%～5% 3%～7%
고 0.3%～1% 1%～3%

최고 0.3% 이하 1% 이하
  

2) 시스템보안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할 때 시스템이 내외의 권한 없는 자들의 도용으

로부터 안 한지의 문제, 즉 시스템의 보안성이 문제된다. 시스템의 보안성은 여러 

요인들의 향을 받는다.

시스템이 허 생체정보를 식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허 생체정보는 두 가지 종

류가 있을 수 있다. 즉 자연스럽게 변한 생체정보(가령 수염모양의 변화, 목소리 변

화 등), 인 으로 조작한 생체정보(가령 얼굴인식시스템에서 사진의 변조, 젤라틴

을 사용한 지문 조, 홍채인식시스템에서 타인의 홍채모양을 담은 콘택트 즈의 

착용 등)가 있다. 다수의 시스템 설계자들은 이른바 생동성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 도용을 방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가령 지문인식시스템의 경우 맥박측정, 

얼굴인식시스템의 경우 동자나 얼굴의 움직임 조사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201) BSI가 Darmstadt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BioIS와 BioKrit 연구 로젝트의 결과

에 한 Axel Munde의 강연, BSI “Zertifizierung biometrischer Systeme”에서 인용.
202) NIST, “Summary of NIST Standard for biometric accuracy, tamper resistance, and 

interoperability”, 2002. 11. 13. 이 자료는 Zentrum für sichere Informationstech- 
nologie-Austria, Leitfaden Biometrie- Überblick und Stand der Technik, 2004. 1, 7면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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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스템의 기술  허 을 이용한 시스템 도용방법들, 가령 생체정보를 처

리하거나 송하는 도 에 그 정보를 빼돌리거나 비교인식 알고리즘이나 허용오차

의 한계를 조작하거나 이용자의 등록된 템 릿을 바꿔치는 것과 같은 기술을 이용

한 다양한 조작에 한 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보기술안 국(Bude- 

samt für die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ologie)은 2000년 50% 이상의 생체정

보자동인식장치들이 기술  조작을 통해 침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

다.203) 재 미국, 랑스, 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공동기 트 국들

(Common Criteria Partner)은 공통의 보안기 을 마련을 해 국제 으로 조율하고 

있다. 참여국가  한 나라가 어떤 장치의 안 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른 참여국에서

도 인정받게 된다. 제픔의 평가  성능인증을 한 공통기 은 생체정보자동인식

장치들의 인증성능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본인오인율 최고치를 확정하고 있다.204) 

<표 5－3>  생체정보자동인식장치 성능평가방법론에 의한 최  본인오인률 기 의

성능평가

성능(Strength of Funktion) 본인오인률(FAR)
SOF 低 1%
SOF 中 0.01%
SOF 高 0.001%

 
재의 기술수 에서는 생체정보자동인식장치를 가지고 “SOF 高”에 달할 수 없

다고 제해야 하며, 따라서 고도의 시스템 공격능력을 가진 시스템공격자에 한 

완벽한 보안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면 재의 생체정보자동인식장

203) Vergleichende Untersuchung biometrischer Systeme - BioIS des BSI. Bonn, 2000, kap. 
3. 3., S. 44. 인터넷 자료는 http://www.bsi.de/aufgaben/projekte/biometr/biois-d.pdf 
참조. 

204) Common Criteria, Common Methodology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 
luation, Biometric Evaluation Methodology Supplment, Version 1.0, 20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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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은 간정도의 시스템 공격능력이나 우연한 시스템 침입에 한 보안성을 갖는

다는 제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시스템의 신뢰도 검증

시스템의 보안성 이외에도 시스템의 인식성능이 요하다. 시스템 인식 성능은 

오독율 이외에도 기계장치의 외부 향에 한 방어력, 기기의 내구성 등을 포함한

다. 가령 지문자동인식장치는 이용빈도가 높을 경우 비교  단기간에 인식성능이 

히 하되어 센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

상술한 바 있는 시스템 평가기 에는 가령 환경요인에 한 항력, 인식성능에 

한 요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시스템 체의 인식성능을 어느 정도로 실제로 테스

트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시험평가의 상이자 실제 인 연구 상이다. 시스템공

업자들은 0.1% 는 0.0001%의 극히 낮은 오독율을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이 수치

들이 항상 실제 사용조건에 맞추어 실험한 결과는 아니라는 에 유의해야 한다.

4) 익명 생체정보자동인식 차에 의한 생체정보  시스템의 보호

템 릿 미사용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사람의 생체정보를 간 으로 장한

다. 생체정보를 가지고 암호해독을 한 키를 구성한 뒤에 달내용을 담은 평문을 

암호화하고 평문과 암호문의 을 장한다. 한 암호화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생체정보로 구성된 암호 키에 의거하여 평문을 가지고 장된 것과 일치하는 암호

문을 만들어 낸다. 새로 계산된 암호문과 장된 암호문이 일치할 경우 생체정보로 

구성된 암호키의 정확성  이용자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 지만 등록된 평문과 암호문의 짝을 가지고 좋은 암호화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생체정보를 이용한 암호키를 계산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역

추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2의 평문－암호문의 짝이 존재할 경우 두 짝 모두에 

동일한 생체정보 키가 사용되었는지,  그에 따라 동일인이 인 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두 이 모두 다른 사람들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일인

에게도 다수의 비교불가능한 평문－암호문의 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평문－암호문의 을 상이한 데이터뱅크에 근하기 한 통일 인 근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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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종류의 암호화 차는 익명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을 시도하기 하

여 사용된다. 평문－암호문의 이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익명

시스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시스템은 마치 기계식 자물쇠처럼 이용자에 한 기

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시스템 근 통제에 사용된다. 

평문－암호문의 을 가령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자명, 지로번호 등과 같은 가명과 

결합시킬 경우 가명 인증시스템이 실화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하려면 평문－암

호문의 과 결부되어 있는 가명을 풀어야 한다. 그 정보의 주체를 별하는 작업은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체정보 키와 평문－암호문 

 사이의 한 결합에 기반을 둔 확실한 인증도 가명을 푸는 작업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다.

시스템을 이와 같이 기술 으로 형성한다면, 인 인 귀속을 완 히 포기하거나(익

명 생체정보자동인식) 는 가명을 통해서 생체정보와 무 하게 인  귀속이 이루

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느 경우에나 생체정보자동인식을 통해 

그 정보 주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생체정보자동인식 차의 안 성을 십분 활용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에서 볼 때 개인정보수집제한  개인정보생성회피라는 

시스템 차원의 개인정보보호의 요청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시스템이 

바람직하며, 그 사용을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스템의 신뢰성  안 성이 법  평가에 미치는 기본 인 향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매우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체정보는 가령 복지서비스의 수령, 자서명 등 요한 법  효과를 귀

속하기 한 제로서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생체정보의 

불완 성이나 생체정보의 신빙성 확보 책의 결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권한 없는 자가 데이터뱅크에 장된 생체정보

에 근하여 이를 조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에만 템



182

릿은 가령 공권력이 제공하는 부를 부당하게 여러 차례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권한 없는 이용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205) 

정보의 정확성과 신빙성은 특히 생체정보의 비교가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서 이

루어지는 경우에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컴퓨터 단말기상으로 복수령자

로 확인된 경우에 곧바로 지 거부처분을 해도 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 으로 시

스템조작이나 시스템의 내재 인 오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 차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작업에 의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206) 유럽연합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도 련 개인의 인격  표지를 활용하는 자동화 차를 통해서 바로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하고 있다. 물론 특정인에게 일정 표지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자동화된 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 규정

은 복합성을 띠는 개인의 인격에 한 평가를 자동화된 차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만 용된다.207) 

4.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의 응용분야별 실용성 평가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은 형사소추나 경찰의 방범활동을 해 사용되는 것을 제

외하면 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목 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각 목 별로 요구되

는 기술의 신뢰성  보안성이 다르다. 그 기 때문에 재의 기술수 에 비추어 보

았을 때 응용분야에 따라서는 이 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완 히 체할 수도 있고, 

기존의 기술을 보완하는 기술로서만 사용될 수도 있다.208) 

205) 1992년의 미국 뉴욕주 사회복지법 제139조 a (3)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206) 의 뉴욕주 사회복지법 제139조 f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07) U. Dammann/S. Simitis, EG-Datenschutzrichtlinie, Kommentar, 1997, 제15조 단락번

호 4.
208) 이하의 내용에 해서는 Zentrum für sichere Informationstechnolgie - Austria, Leitfaden 

Biometrie - Überblick und Stand der Technik, 2004. 1. 1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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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  요소의 체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은 이용자가 여러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상이한) 개인식

별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거나 기록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기 하여, 즉 기

억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개인식별번호를 체하기 하여 응용된다. 

재의 기술수 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개인식별번호를 체하는 생체인식정보

기술의 응용은 기술의 안정성이 상 으로 낮아도 되는 분야에서는 가능하다. 가

령 핸드폰 잠 기능을 비 번호(Personal Unblocking Key)에서 지문인식기능으로 

체하는 것은 재 수 의 기술의 안정성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서명법에 의

한 자서명을 한 신원확인 수단처럼 간 내지 높은 정도의 기술  안정성을 요

하는 응용분야에는 재의 기술수 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

다. 2001. 11. 16.의 독일 자서명법 제15조 제1항이 생체정보를 칩카드와 같은 토

큰 는 개인식별번호와 같은 지  요소에 추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생

체정보자동인식기술의 한계 때문이다. 이 기술의 불안정성은 이처럼 요한 법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식별번호와 같은 지 인 요소는 그 입력을 통해서 

능동 ․의식 으로 사용되지만,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일부 생체정보는 정보주체

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도 그로부터 채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에서는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약 이 있다는 에도 유의하여 한다.

나. 복합인증(Multifactor Authentifikation)

인증방법으로는 재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칩카드처럼 개인에게 발 된 토

큰의 소지여부, 개인식별번호처럼 일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여부, 생체정보처럼 

개인이 가진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방법들을 조합해서, 가령 스마트카드의 소지와 개인식별번호의 인식

을 결합하여 인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생체정보를 추가하면 인증의 확실성

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생체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인증의 신뢰도를 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인증요소들의 복잡성을 이는 것도 가능하다. 생체정보를 사용할 

경우 가령 암호(Password)를 단축하여 암기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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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편의는 증진시키면서도 간 내지 높은 수 의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 신분확인문서에 한 보안강화

여권과 같은 개인의 신분확인문서에 그의 생체정보를 기억시킨 칩을 추가함으로

써 신분확인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된다. 생체여권을 도입하려면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의 국제  표 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라. 고도보안이 필요한 역의 출입통제 

재의 기술수 에 비추어 볼 때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생체정보자동

인식 차를 다른 인증방법들을 완 히 체하기 해 사용하는 것은 험하다. 이 

분야에서는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보안수 을 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한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도

의 시스템 공격능력을 가진 자에 의한 시스템 공격에 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

은 아직은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5. 기술수 을 고려한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 응용지침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채택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인 기 을 제시할 수 있다.209)

(1) 고성능(SOF 고)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재나 가까운 장래에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제한 인 분야에서만 채택될 수 있다.

(2) 지속 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생체표지 기 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

든 사람의 생체정보를 모아놓는 데이터뱅크를 형성하는 것은 재로서는 그다

지 의미가 크지 않다.

209) Zentrum für sichere Informationstechnolgie - Austria, Leitfaden Biometrie - Überblick und 
Stand der Technik, 2004. 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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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차나 경찰활동과 련한 범인이나 그 의자를 인지하기 해서 생체

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불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기술 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4) 이 시스템은 1:1 조를 통해 본인을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나 편리성을 제고

하기 해서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본인의 통제하에서 는 국가기

의 확인하에 생체정보를 입력하여 1:1 조함으로써 본인검증을 받도록 하

는 것은 재의 기술수 으로도 가능하며, 따라서 그러한 시스템의 채택은 정

당화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제한된 범 의 인  집단(보통 약 100명 이내의 

집단)에서 불특정인의 신원을 등록된 다수인의 생체정보와 비교하여 확인하

기 해서도 채택될 수 있다.

(5) 이 시스템은 재의 기술수 에서는 통제되는 환경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신원확인을 한 시스템설비(가령 컴퓨터, 정보 등)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인

증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기술수 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는 범 는 를 들면 다음

과 같다.

－국가기 이 인증한 문서에 생체정보를 탑재하는 신분증명서

－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있는 자의 확인 

－시설이나 공간의 출입통제: 무엇보다도 생체정보와 그 비교를 한 거자

료를 담고 있는 카드를 조합한 방식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3   개인정보로서의 생체정보와 생체정보이용의 헌법  

정당화요건

생체정보가 개인정보의 성격을 띠게 되면, 그것을 조사․이용하는 공권력의 조치

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결권을 제한하게 되며, 그 조사방식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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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존엄권이나 일반  인격권까지도 제한하게 된다. 여기서는 생체정보의 조사

와 이용이 어떤 헌법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헌법 으로 정당화되기 

한 요건을 살펴본다. 

1. 개인정보자결권

가. 개념과 보호범

헌법재 소는 최근 주민등록법에 의한 지문채취 결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한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결권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임을 정면으로 인정했

다. 그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결권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구에게 어느 범 까

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다.210) 개인정보자결권의 보호 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  

지 ,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

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 한 역이

나 사사(私事)의 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211) 따라서 처리된 생체정보가 개인정보일 경우

에는 그 정보를 국가권력이 조사․처리․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

한을 의미한다.

나. 헌법  근거

1) 독자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결권 인정의 필요성

개인정보자결권은 헌법에 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정

210)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2005. 7. 21. 2003헌마282등, 
례집 17-2, 81, 92. 유사한 정의로는 독일의 인구조사 결 BVerfGE 65, 1, 요지 

1, 2 참조.
211) 헌재 2005. 5. 26. 2004헌마190-주민등록을 한 지문날인; 2005. 7. 21. 2003헌마

282등, 례집 17-2, 81, 91～92-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1조의 개인정보의 개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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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능력의 속한 확 에 따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두함에 따라 개인에게 자신과 련된 정보에 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

써 개인의 인격  결정의 자유와 정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해서 헌법해석

을 통해서 독자 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헌법재 소는 이 기본권의 인정필요성에 해서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즉 

“ 에 들어와 사회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차 확 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가의 부에 한 국민의 기 도 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

에 부응하여 복리증진이라는 국가  과제를 합리 이고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의 필요성이 증 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은 행정기 의 정보 수집  리 역량을 획기 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행

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민이 

부행정의 역에서 보다 안정 이고 공평한 우를 받기 해서는 정보기술의 뒷

받침이 필연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 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 간의 정보

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 이 동시에 활

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사회는 개인의 인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 하게 타인의 수 에서 무한 로 집 되

고 이용 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ㆍ

처리에 있어서의 국가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한 감시능력이 격히 증

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의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 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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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근거

재 개인정보자결권을 독자 인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실정헌법  근거에 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 과 자유, 제10조에서 생하는 일반  인격권을 연  지어 이해하는 설,213) 

헌법 제17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설,214) 개인정보자결권의 소극  측면은 제17조에 

그 근거가 있는 반면 그 청구권  측면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보는 설,215) 개인정보자결권을 권력통제  기능을 하는 정보통제권으

로 악하면서 그 근거를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서 찾는 설,216) 헌법 제10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결합을 통해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이 

포  근거이며 제17조는 특별한 근거라고 보는 설, 앞의 학설들이 제시한 것이 모

두 이 기본권의 근거가 된다는 종합  충설
217) 등이 립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개인과 련된 정보활동으로부터 개인의 인격 ․정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자결권의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호 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반드시 개인의 비 이거나 사생활에 한 정보에 한해서는 안 되

고 개인에 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원리나 국민주권원리와 

212)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682-683.
213) 이 계열의 표 인 학자로는 권 성, 헌법학원론, 2002, 429면.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에 있다.  1998. 7. 14. 선고 96다42789 결; 헌재 2005. 7. 21. 2003
헌마282등, 례집 17-2, 81, 91.

214) 계희열, 헌법학 , 2000, 347면; 성낙인, 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한 입

법정책  과제, 남법학, 1999, 26면; 자동화사회와 라이버시보호, 법제연구 

11호[96. 9], 12～14면; 하 심 결에서는 헌법 제17조를 인격권을 포함하는 것

으로 이해하면서 제17조가 개인정보자결권의 근거라고 본 것이 있다(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 39262 결).
215)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540면.
216) 김종철, 헌법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

4호, 2001, 36(43면).
217)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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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객 인 헌법원리에서 직  주  권리의 근거를 찾는 것은 무리이고  그

럴 필요도 없다. 그 다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에서 그 포 인 근거를 찾

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10조 제1문 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계된 같은 조 제

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에 그 근거가 있는 일반  인격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218)

포 인 개인정보자결권은 개별 인 권리들을 배척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보완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그 자유는 일반  인격

권에 근거를 두는 ‘포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것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사생활과 련된 정보의 보호와 련해서는 제17조가 

우선 으로 용되며, 사생활 역의 정보가 아닌 개인의 정보에 한 자결권의 보

호를 해서는 일반  인격권에 터잡고 있는 개인정보자결권이 보충 으로 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

다. 개인정보자결권의 보호 상으로서의 생체정보

개인정보자결권은 공권력이 개인의 정보와 련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보호작

용을 발휘한다. 그 다면 생체정보는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하에서 개인정보의 성

격을 띠게 되는가? 개인정보는 어떤 정보가 특정인에게 귀속될 때 수 있을 때에만 

존재한다. 정보 그 자체로서는 그 주체를 알 수 없더라도 그 처리기 이 합법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그 주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의 성격

을 띠게 된다.219)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의의 개인연 성은 고정성을 띠는 것이 아니

라 상 성을 띤다.220)

생체정보인식시스템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이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생체정보

218) 보다 상세한 논증은 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근거  구조에 한 고찰 

－동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헌여부의 단에의 그 응용－, 헌법논

총 제14집(헌법재 소), 2003, 417면 이하, 특히 423면 이하 참조. 
219) S. Simitis/U. Damman, Kommentar zum Bundesdatenschutzgesetz(이하 ‘S. Simitis/U. 

Damman’으로 인용), 제4 (Stand 1998), § 3 단락번호 20 이하, 특히 38 참조.
220) S. Simitis/U. Damman, § 3 단락번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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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도 다양하다. 일반 으로 공개되어 있고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생

체정보(가령 얼굴자동인식시스템에서의 얼굴사진)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별

하기 어려운 생체정보(가령 지문자동인식시스템에서의 지문)가 있다. 생체정보는 

그 정보주체의 일생 동안 는 상당히 장기간 변하지 않고 그 주체에게 부착되어 있

는 것(가령 얼굴, 지문)과 그 지 아니한 것(가령 필체)으로 나  수 있다. 생체정보

는 정보주체의 력을 얻어야 조사가능한 것(가령 홍채)과 그러한 력 없이도, 심

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조사할 수 있는 것(가령 얼굴)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든 원생체정보를 가지고 템 릿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템 릿의 형

식으로 존재하는 정보에서는 생체정보의 특성상의 차이는 별로 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템 릿만을 가지고 다시 템 릿 구성 이 처럼 직  특정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원생체정보를 재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원생체정보의 개인정보성

원생체정보가 개인정보의 성격을 띠는지를 단하는 문제와 련하여 원생체정

보의 주체를 악하는 방법이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정보의 주체는 얼굴자동인

식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쉽게 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인식시스

템에서의 원생체정보는 센서에 의해 포착된 생체표지의 자  상이다. 거의 모

든 경우에 가령 얼굴 사진의 주인공을 별할 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지만 사진

의 주인공을 알지 못하는 압도  다수의 사람들은 사진만 가지고는 그 주인공을 

별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개별 인 사실(가령 원생체정보인 얼굴사

진)을 특정인과 결부시키도록 도와주는 추가 인 정보가 구나 자유롭게 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221) 사람들은 얼

굴로 자신의 신원이 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계 속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얼굴이 담긴 상정보가 있을 경우 직  그 주인공이 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 으로, 즉 지배 인 사회․문화 인 념에 의하면 공개

221) Simitis-Damm, § 3 단락번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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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인간의 두뇌에서 쉽게 분별될 수 있는 표지들의 상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식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정보가 조사․처리․이용

되는 경우 그 정보는 특정인에게 귀속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 어떤 정보

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 이 보유하고 있거나 합리 인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술 인 장치(가령 비데오 코더, 컴퓨터)를 사용해야만 사람이 해독할 수 있

는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경우도 그 정보는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공개성이 거의 없는 표지에 의거하여 형성된 생체정보(가령 지문)는 일반 으로 

그 정보를 특정인에게 귀속할 수 없다. 지문정보는 일반 으로 인  귀속기능을 수

행하는 추가정보들(이름, 주소)과 결합할 수 있을 때에만 개인정보의 성격을 띠게 

된다.

요컨 , 원생체정보는 그 자체로서 사람이 두뇌기능에 의해 그 주체를 분별해 내

기 해 사용될 수도 있거나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 이 보유하고 있거나 합리

인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술 인 장치를 사용해서 사람이 해독할 수 있는 형

태로 바뀔 수 있는 경우 는 인  귀속기능을 수행하는 추가 인 정보들과 결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222)

2) 템 릿의 개인정보성

템 릿 정보는 원생체정보를 특정한 수학  모델에 의하여 처리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으로 템 릿 정보만을 가지고는 가 그 원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직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템 릿 정보는, 추가 인 식별정보와 결합될 때 

는 새로 조사된 원생체정보를 기 로 계산된 새 템 릿과 비교하여 특정인을 추

론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개인정보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템 릿이 개인정보

의 성격을 띨 수 있는지 여부는 비교를 한 알고리즘에 한 근이 가능한지 그리

고 비교 상이 되고 있는 데이터 포맷에 한 근이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그 지만 부분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포맷은 일부(가령 미국의 지문자동인식시

222)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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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인 AFIS)223)
를 제외하고는 시스템 제작사마다 다르고  공개되지 않는다. 재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는 다양한 템 릿 포맷들 상호간의 비교와 각 시스

템의 템 릿들이 상호수렴할 수 있는 개연성은 별로 없는 반면, 템 릿들을 직  비

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 차원의 표 화 망은 열리고 있다.224)  

망막이나 홍채 등 일부 생체정보 자동인식시스템의 경우에는 재 세계 으로 하

나의 시스템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부 역에서는 특정 생산업자들의 시

스템이 시장에서 철되면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령 하나

의 통일된 시스템이 자동지 기 분야에서 설치되면, 압도  다수의 국민이 그 

시스템의 향을 받게 된다. 한 국가나 규모 사  조직이 통일 인 생체정보자

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 포착되게 

된다. 

그 기 때문에 일반 으로 원생체정보의 주체를 악하려는 목 으로 이미 등록

되어 있는 템 릿 정보와 조하기 해서 그 원생체정보를 템 릿으로 포맷하는 

것이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템 릿 정보가 일단은 특정 개인에게 귀

속되지 않은 채 장되어 있더라도 그 템 릿 정보와 사후에 다른 원생체정보와 비

교하여 특정인에게 그것을 귀속할 수 있는 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25) 상술한 

템 릿 미사용 시스템은 이러한 험성을 피할 수 있다.

3) 생체정보에 수반되는 부수  개인정보

생체정보에 수반되는 부수 인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결권의 보호 상이 된다. 

얼굴의 비데오 상, 음성녹음, 홍채 상, 망막  지문과 같은 원시생체정보에서 

그 주체에 한 추가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얼굴이나 음성을 기 로 그 주체의 

223) www.idnetworks.com/AFIS.htm#ANSI-NIST 참조.
224)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16면.
225)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16면; 김일환, 생체인식기술 등 첨

단정보보호기술의 이용 진을 한 제도  방안연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하 

게보고서로 인용), 2004, 118면  그곳에서 인용된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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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략의 연령 는 출신민족 등을 밝힐 수 있다. 망막 상을 토 로 동맥경화, 

당뇨병, 고 압과 같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으며, 지문을 기 로 나 장의 질환, 출

성 백 병, 액암을 추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과학 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정보들은 소문만으로도 련 개인에게 피해를  수도 있다.

반면에 템 릿을 기 로 이러한 부수  정보를 역추 하는 것은 상 으로 어렵

다. 물론 시스템에 원정보가 함께 장되어 있고  그에 한 근이 가능한 경우

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2. 생체정보의 조사․이용의 헌법  정당화요건

개인정보자결권에 의한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도 인 것은 아니다.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내지 타인과 계를 맺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구

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실 을 해 개인의 생체정보에 한 처분권을 

제한하고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226) 

생체정보의 조사․처리․이용․제3자 제공 등 공권력의 개인정보와 련된 제반

조치들은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을 의미한다.227) 따라서 그와 같은 조치가 정

당화되려면 법률  근거(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로써”)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자명

한 요건이므로 여기서는 특별히 상설하지 아니한다. 

226) 결론에 있어서 같은 취지인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례집 17-2, 81, 
94.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 을 필요로 하는 공익을 이 시스템운 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의 기본권  이익과 형량하고 있다.
227) 개인정보자결권은 얼굴자동인식시스템이나 음성자동인식시스템에 의해 향을 

받는 상권이나 자신의 말에 한 권리와 같은 일반  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

들의 일부 측면들도 포함한다. 생체정보수집․이용과 련한 일부 조치들이 개

인정보자결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그보다 더 넓은 보호 역을 가지고 있는 

일반  인격권을 제한하거나 는 이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인격권

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수집한 얼굴정보를 공익 고에 활용한다

면, 개인정보자결권을 넘어 상권까지도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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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과잉 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을 수하

여야 하고, 개인정보자결권과 련하여 특별히 강화되는 규율의 명확성원칙, 이와 

한 련을 갖고 있는 역별 특별규율의 원칙, 목 구속의 원칙 등 특별한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요건들 생체정보와 련된 특수한 문제를 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과잉 지의 원칙

1) 개념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은 과잉 지원칙을 수하여야 한다.228) 즉 이 권리에 

한 제한의 목 과 수단이 헌법 으로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투입되는 수단이 그 목 의 달성을 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 의 달성을 

같은 정도로 진하는 수단들 에서 개인정보자결권 등 련 개인의 법익에 한 

피해를 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하며, 제한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의 의

미와 비 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의 정도와 의미보다 커야 한다. 구체 으로 말하

면 개인정보조사의 방법, 조사 로그램  기타 처지조치들이 개인정보조사를 통해 

추구하는 목 의 달성에 합하고 필요하며 정보의 주체에게 수인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응용

① 생체정보 수집의 최소화

ⅰ) 국가는 생체정보를 강제 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사용을 불가피

한 경우에 최소한의 역에 국한시켜야 한다. 이 시스템 운 을 해 생

체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더라도 생체정보는 목 달성을 하여 조사가 필

요한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ⅱ) 원생체정보가 시스템운용에 필요 없는 경우에는 템 릿 정보만을 장하

고 원생체정보는 기하여야 한다.

228)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례집 17-2, 81, 9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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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체정보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기하여야 한다.

ⅳ) 템 릿을 사용하지 않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생성이 최소화되는 시스템을 

합리  비용으로 채택할 수 있다면, 템 릿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

지 말아야 한다. 

② 생체정보 이용의 최소화

생체정보는 본인확인을 한 목 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주

체의 질병이나 통 등 다른 민감한 정보를 캐내기 한 수단으로 생체정보를 이용

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의 보편 인 식별자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생체정보 이외의 안 제시의 필요성

종교 ․양심  이유 때문에 생체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229) 장애나 손상 

등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원확인을 통해서 행정 차에 참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아무런 안 없이 생체정보자동인

식시스템의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종교․양심의 자유에 한 침해를 야기하거

나 특정 행정 차참여를 사실상 지하는 것과 같아 법 차의 원칙에도 배되기 

때문이다.

3) 제한강도 내지 보호강도의 단계화

개인정보자결권이 터 잡고 있는 일반  인격권의 복합  구조 때문에, 즉 일반  

인격권이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결합을 통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에 한 

제한가능성과 제한의 한계 역시 질 으로 다르다. 

국가에 의한 정보조사와 정보처리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권은 제한될 수 없기 때문이다.230) 

229) 미국 코네티컷주의 복지개 법(Act Concerning Welfare Reform)도 생체정보를 복

지수혜자 격성 단을 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종교 인 이유가 없거나 

련기 을 방문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는 생체정보자동인식시

스템의 사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하여는 이창범, 게논문, 35면.
230) 계희열, 헌법학( ), 2004, 213면; 허 , 한국헌법론, 2006, 326면; 이에 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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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가능성은 다양하게 단계화될 수 있

다. 제한조치는 인간의 존엄에 한 침해의 경계선에 도달할 때까지 행해질 수 있

다.231)  정보처리기술조건하에서는 이른바 사소한 내지 무의미한 정보가 없다

고 주장되지만, 그 다고 하여 모든 개인의 정보들이 같은 정도의 보호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232) 개인정보의 보호가치를 엄 하게 단계화 내지 범주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개인정보의 내용이 민감한 것일수록 그 보호가치는 커진

다.233) 사소한 내지 무의미한 개인정보가 없다는 테제의 의미는 보호 역의 차원에

서 그와 같은 개인정보에 해서도 개인의 자결권이 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234) 한편, 기본권제한의 강도는 그밖에도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하여 필요한 공익의 비 은 일응 인

간존엄권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즉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의 강도가 커질수

록 커져야 함은 물론이다.

① 생체정보조사의 방식과 기본권제한의 강도

생체정보의 종류에 따라 그 주체가 정보조사에 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생체정보의 조사로 정보주체의 인간존엄성까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

간존엄권의 보호내용을 넓게 이해하면서 그 합헌 인 제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

는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425면. 독일의 통설도 그 제한가능성을 부정한다. 
이에 해서는 무엇보다도 H. Dreier, in: H. Dreier(편 ), GG Kommentar, 제2 , 
2004, Art. 1 단락번호 131 이하. 

231) R. Zippelius, in: Bonner Kommar, Art. 1, Rn 39.
232)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한 분석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해서는 

H. D. Jarass, Die Entwicklung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in der Recht- 
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H.-U. Erichsen/H. Kollossar/J. Welp 
(Hrsg.), Recht der Persönlichkeit, 1996, 89(94～95). 

233) 같은 취지로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례집 17-2, 81, 93; BVerfGE 89, 
69(82～83) 참조.

234) 동지: B. Holznagel, 게논문(주 5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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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생체정보의 조사방식은 기본권제한의 강도에 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의 비 과 의미에도 향을 미친다.

ⅰ) 정보제공자의 정보조사에 여하는 정도

생체정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된다. 생체정보조사에 개인이 여하는 유형

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조를 통한 정보조사: 센서를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그 주체가 직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가령 지

문날인센서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지문자동인식시스템, 정 거리를 확보하기 하

여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특수카메라로 홍채를 촬 하는 홍채자동인식시

스템, 따라 읽거나 타자를 쳐야 할 문장을 제시하는 음성인식시스템이나 타자리듬

인식시스템이 이러한 유형의 생체정보조사방식을 사용한다. 손모양인식시스템도 

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보주체 인지하의 정보조사: 이용자에게 그의 생체정보가 조사된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다른 맥락에서 조사된 생체정보가 이용자인 을 해서 활용된다는 사

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생체정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가령 화 화나 타자리듬

을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을 이용해 감지하여 활용할 경우 이 조사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비디오감시시스템도 그 사용과 생체정보인식기술의 사용이 공지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 유형의 조사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조사: 이용자 측의 특별한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가운데 그의 생체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가령 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홍

채나 손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촬 하는 카메라시스템이 이 유형의 조사방법을 활

용한다. 음성이나 타자리듬 인식시스템도 이 방법으로 조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다른 목 으로 수집된 생체정보의 처리:  다른 목 으로 수집된 데이터, 

가령 촬 된 비디오 상이나 음성녹음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생체정보인식기

술을 통해 처리하는 가능성도 있다. 범죄 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지문자동인식시스

템에 입력하여 범인을 별하는 것도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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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여러 유형의 생체정보조사 유형들  생체정보의 조사에 본인이 여

하는 정도가 클수록 기본권제한의 강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정도가 

클수록 개인정보의 제공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무단이용이나 오용의 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

템을 설계할 때 생체정보조사에 그 주체가 참여하도록 만듦으로써 그 주체가 정보

조사의 사실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할 때 그와 같은 시

스템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생체정보만 가지고서는 후에 그 조사가 정보

주체의 극 인 참여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편, 가령 개인식별번호를 체하기 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개

인이 조사 사실을 알 수 있는 생체정보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 이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생체정보를 조사할 때는 그 사실을 그 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도출된다. 그 외는 법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정된 경우에만 인정

될 수 있다.

ⅱ) 생체정보의 조사의 방식 등에 의한 인간존엄권침해의 가능성

㉠ 인간존엄권의 내용과 규범  특성: 헌법 제10조 제1문 단에 보장된 인간존

엄권은 국내의 다수설  례에 의하면 헌법의 최고가치일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

 권리의 헌법  보장이다.235) 어떤 조치가 인간존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는 그 자체로서 헌 인 조치가 된다. 인간존엄성은 헌법의 최고가치이기 

때문이다.

인간존엄성에 한 침해가 존재하는지는 일반 으로 객체공식에 의해 확인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인간이 으로 객체로, 즉 단순한 수단으로 는 체가능한 것

으로 락해 버릴 때 인간존엄성이 침해된다. 물론 이 공식은 그 잣 로 곧바로 인간

존엄성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정 한 척도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을 뿐이다. 궁극 으로는 개별사건

235) 이에 해서 자세한 것은 계희열, 헌법학( ), 2004, 20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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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이 결정 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236) 

일부 학설은
237) 인간존엄성 침해를 추정할 수 있는 4가지 사례유형을 제시하고 있

다. 즉 기본 인 법  평등의 부정, 인간의 신체  정체성  온 성의 침해, 인간다

운 삶의 기 에 한 보장의 결여, 인간의 정체성유지 이 그것이다. 국가가 생

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격  정체성 유지

를 할 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인간의 개인  는 사회  삶의 기본 인 

제들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간존엄성의 요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생체정보

자동인식시스템은 개인의 식별을 하여 개인의 생체에 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

에 특정인과 결부되어 있는 생체표지들을 일정한 목 을 해 도구화하는 것을 넘

어서 그 정보주체까지 도구화할 수 있다.

㉡ 비인간 인 생체정보조사방식에 의한 인간존엄권의 침해가능성: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개인에 한 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  표지

나 몸에 밴 행동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 한 정보의 원천으로 이용되느냐

의 문제이다. 자의 문제는 개인정보자결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결권의 

보호 역은 국가권력이 특정 정보를 악할 수 있도록 가령 신체의 조직 일부를 떼

어내어 제공하거나 체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조치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

리에 한 제한을 넘어 주체를 객체로 락시키고 있고, 따라서 인간존엄성보장에 

한 침해가 들어 있을 수 있다.

국가가 신체에 한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 차와 련하여 신체에 한 검사는 그 수행의 방식에 따라서는 인

간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38) 형사 차에 뇌 ․근활동․

236) BVerfGE 30, 1, 25-26; NJW 1993, 3315 참조.
237) Höfling, in: Sachs(편 ) GG Kommentar, 제1조 제1항 단락번호 19. 계희열, 상게

서, 199～200면은 5가지 유형을 제시.
238) v. Mangold/Klein-Starck, 제1조 제1항 단락번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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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운동․안진(眼振)․심장박동․호흡 등 여러 가지 생리  상을 동시에 기록

하는 폴리그래 (Polygraph)를 강제로 사용하는 것은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을 강도 

높게 사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그와 같은 기술이 용되

는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에 해서 인간존엄성이 아니라 일반  인격권의 침해여부

를 가리고 있다.239) 이 결정에 나타난 논리에 의하면 생체정보자동인식 차는 인간

존엄성보장과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 지만 학설은 형사 차에서 거짓말탐지

기의 강제사용은 인간존엄성에 한 침해로 본다.240)

반면,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의 사법 차에서와 본질상 

다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법 도 생리학 인 측정치에 토

를 둔 기계 인 독결과에 비해 객 성도 추수행가능성도 떨어지는 기 에 의거

하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태를 평가한다는 것이다.241) 이러한 논거는 특히 생체

정보자동인식시스템이 생체정보를 사람의 재인식능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생체정보자동인식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법 의 피고인 행태 평가

방식과 생체정보자동인식을 직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체정보자동인

식은 특정인의 생체  표지에 한 측정과 평가를 기계를 통해하는 반면, 법 이나 

제3자가 그러한 표지를 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있는 정상

인 의사소통 상황이다. 평균인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행태는 일정한 평가

를 낳는다는 것을 상할 수 있다. 가측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 으로 공정한 정상

인 의사소통의 과정이 기계를 개입시킬 경우에는 단 된다. 정상 인 의사소통과정

에서의 유 을 통한 상호 인 찰과 평가는 기계에 의해 수행되는 일방 인 정보

239) 재 부의 결정이 아니라 3인의 재 으로 구성된 지정재 부의 결정임. NJW 
1982, 375 참조.

240) AK-GG, Podlech, 제1조 제1항, 단락번호 47. 같은 취지로 v. Mangold/Klein-Starck, 
제1조 제1항 단락번호 54. 

241) BK-Zippelius, 제1조 제1, 2항, 단락번호 86; 결과 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

는  1986. 11. 25. 85도2208 공보 792-130; 大判 1987. 7. 21. 87도968 공보 

80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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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와 평가에 의해 체된다. 이 경우 어도 특정 역에서 정상 인 의사소통

의 상황에서 개인을 배제함으로써 개인으로부터 사회  삶의 기반을 박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주체에서 객체로 격하시

키는 것이다.242)

인간존엄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단함에 있어서 존엄성보장의 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존엄성보장이 제한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인

간의 삶의 인 핵심 역만을 존엄성보장이 보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그 기 때문에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의 사용이 존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도 그 기술의 사용에 의해 삶의 핵심 역을 침해하는지가 결정 인 

의미를 갖는다.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사용되는 기술의 내용과 조건을 상세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즉 조사되는 정보의 종류, 정보의 공개성 여하, 정보조사를 그 주

체가 좌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수 인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 이 부수 인 

정보의 내용과 의의, 정보조사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형사 차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향을 미칠 수 없고 

 추수행할 수도 없는 가운데 범 한 정보가 조사되기 때문에 인간존엄권이 침

해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그 지만 부분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

은 그와 같이 범 하게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기 해서가 아니라 개인을 식별하

기 해 투입된다. 그 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의 사용에 의해서 개인의 삶의 핵심

역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이 사람의 신원

확인을 해서 투입되는 한 인간존엄권에 한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지만 그 이상의 정보들이 조사된다면, 존엄권 침해에 근 할 수도 있다. 

그 정보가 형사 차에서 사용되는 거짓말탐지기의 경우처럼 그 게 범 한 효과

를 발휘한다면, 그러한 시스템의 사용은 존엄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243) 

242) 독일연방법원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해서는 BGHSt 5, 332, 
325-326 참조.

243)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24～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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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인격에 한 포 인 목록화로 인한 인간존엄권 침해 논거: 독일 연방

헌법재 소는 “인간의 인격을 강제 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인간을 재고조사

의 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아니

한다”244)
고 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조사나 처리 행 에 의해서 개인이 

면 으로 ‘목록화’되거나 기록되었는지를 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에서 

이 침해기 의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인간존엄권에 한 침해가 입증될 수 있는 경

우는 극단 인 사례가 될 것이다.245) 의사진료기록의 달,246) 일기장에 수록된 기록

의 증거채택,247) 비 녹취  그 활용
248) 등은 일반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결권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인간존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월한 이

익을 하여 허용될 수도 있다.249)

한편, 개인의 체 인 인격상이 형성되거나 부분 인 인격상이 형성되는 경우에

는 목록화의 극단 인 사례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250) 이 경우 개인은 이러한 방

식으로 구성된 가상인격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의 객체로 락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은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지만 무엇이 

인격상인지에 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정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다. 불(H.P. Bull)은 

그 개념을 개인의 다양한 생활 역에서 유래하는 개별  정보들의 결합으로 이해하

고 있다.251) 그러한 인격상형성을 한 포  정보수집과 인격상에 한 부분  모

244) BVerfGE 27, 1, 6.
245) 동지: K. Vogelgesang,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1987, 

164～165면.
246) BVerfGE 32, 373, 379; 44, 353, 372 참조.
247) BGHSt 19, 325～326 참조.
248) BVerfGE 34, 238, 245 참조.
249) BVerfGE 32, 373, 379; 44, 353, 372 참조.
250) BVerfGE 27, 6; 65, 42; A. Podlech, Verfassung und Datenschutz, in H. Krach 

(Hrsg.), Der Bürger in der Datenbank: zwischen Planung und Manipulation, 1975, 
72, 74.

251) Bull, Datenschutz oder die Angst vor dem Computer, 1984, 98～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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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면  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252) 그러나 이와 같은 단언 인 주장은 

“인격상”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실제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 불의 정

의는 많은 미해결의 문제들을 남기고 있다. 즉 다양한 생활 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국가와 련하여 그것은 다양한 행정 역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결코 결합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개인정보를 면 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타

당성이 없으며, 국가작용을 부분 으로 마비시킬 것이다. 가령 거의 모든 형사소송

에서 피고인의 인격  로필이 만들어진다. 법 과 검사는 범죄행 와 련된 정

보, 피고인의 인격 ․사회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그 재정  상태에 한 정

보, 사회, 가령 직장과 가정에서의 행태에 한 정보 등 지극히 다양한 역에서 유

래하는 다수의 개별 인 정보들을 결합한다. 기 생활보장을 한 생활 여를 주기 

해서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격의 복합성에 비추어 볼 때 인격상의 모사가 완 한 것인지 는 거의 완 한

지 그리고 언제 그 게 되는 것인지를 단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완 한 내지는 부분  인격상의 형성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

인 주장은 극히 외 인 경우에만, 즉 국민에게 통일된 개인식별자가 부여

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뱅크들의 무제한 인 결합을 허용할 경우

에 그러한 극단 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 든 각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들이 개별 으로 생체정보를 조사․처리하는 

한, 공권력의 정보수집으로 인한 인간존엄권침해여부에 한 의 기 들을 수용한

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에 한 목록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 가

지고는 인간의 존엄성에 한 침해가 래되지는 않는다. 이론 으로 모든 개인의 

생체정보들이 원정보든 아니면 템 릿 이든 개인의 식별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253)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제시한 기 에 의하면 국가가 모든 수집가능한 생체

정보를 조사․집 함으로써 모든 삶의 상황에서 국민을 감시하는 데 합한 수단

252) 무엇보다도 BVerfGE 65, 1, 42.
253) T. Weichert, Biometrie - Freund oder Feind des Datenschutzes?, 1997, 36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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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성된 경우에는 인간존엄권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54) 

그런데 재의 기술상태에 비추어 볼 때 상이한 생체정보들을 사용하는 다양한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시스템상호간의 호환성이 없고, 비교의 알

고리즘도 시스템마다 다르고 템 리의 모델도 다르기 때문에 각 시스템에서 사용된 

개인의 생체정보들이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향후 시

스템의 표 화를 통해서 각 시스템에 통일 이고 호환이 가능한 템 릿들이 사용될 

경우에는 법  상황도 바뀔 것이다. 국가는 상이한 차에서는 상이한 생체정보를 

활용하거나 다른 기술 인 책을 통해서 개인에 한 포 인 로필이 형성될 

수 있는 험을 축소하여야 한다. 

② 생체정보의 종류에 따른 기본권제한강도의 단계화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 운용에 따른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의 강도는 

체로 처리되는 생체정보 종류와 범 에 따라서 그리고 장된 템 릿 정보의 주체

를 유 으로 확인하는 것이 쉬운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한 처리되는 생체정

보의 종류가 많을수록, 템 릿 정보의 주체를 확인하기가 쉬울수록 기본권제한의 

강도는 높아진다. 

구체 인 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얼굴과 같이 사람이 유 으로 직  그 정보제공자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한 

생체정보에 비해 홍채처럼 그 주체의 인식이 어려운 정보를 조사하는 경우는 기본

권제한의 강도가 높다. 한 걸음걸이, 타자리듬, 필체와 같은 개인의 행동  특성에 

의해 구 되는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비하여 지문, 손의 정맥상, 손모양, 홍채, 

망막과 같이 구성을 띠는 생체정보에 의해 구 되는 시스템은 상 으로 험성

이 높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강도도 높다고 보아야 한다.

③ 특히 민감한 생체정보에 한 강화된 보호

개인정보자결권은 개인의 치부와 련된 개인정보를 드러내 망신을 주거나 곤란

254) BK-Zippelius, 제1조 제1, 2항. 단락번호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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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조치, 개인의 정신 ․  정체성과 련된 정보를 드러내 개인의 속내

를 드러내는 조치에 해서도 개인을 보호한다.255) 이처럼 개인의 내 한 부분을 보

여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특별한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특히 육체 ․정

신  결함과 같은 정보까지 조사되고 공개되면, 인간은 사실상 “투명해” 진다. 이러

한 민감한 정보들은 개인의 인격의 내  핵심에 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

한 정보들이 조사되면 개인을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256) 그와 같은 정보

에 한 조사가 공익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에 

한 조사 자체가 압도 으로 우월한 이익을 해서만 허용된다면, 그 공개는 개인정

보자결권에 한 더욱더 한 제한이 된다. 

이와 련하여 우리 “공공기 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문

은 “공공기 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데 이어 그 단서규정에서 그 정보주

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외를 인정함으로써 상술한 의

미의 정보에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23조 제1항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

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잇는 개인정보를 수

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데 이어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규정에 의한 외

를 인정하여 해당 정보에 해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다. 그 다면 “개인의 

기본  인권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어떤 종류의 생체정보가 포함

되는가? 

이 문제와 련하여 민감정보에 하여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유

럽연합개인정보지침 제8조의 련 규정에 한 해석론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

을 것이다. 그 규정에 의하면 특정인의 인종․종족 인 배경을 알려주는 정보, 건강

255) 헌재 2003. 6. 26. 2001헌가17 등에 한 소수의견, 헌재공보 82호 542 이하.
256) 결론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견해는 BVerfGE 65, 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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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성생활에 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된다. 일부 생체정보들은 이 기 에 따

르면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얼굴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한 얼굴인

식을 통해 그 주인공이 어떤 질병을 알고 있는지, 어떤 종족이나 민족에 속하는지에 

해서도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지문, 홍채, 망막 등 다른 생체정보들도 그 주체의 건

강상태에 한 부수 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257)

그 다면 원생체정보들을 비롯하여 무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럽연합개인정보보

호지침 제8조가 말하는 민감정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권사진은 그 주인공이 

속한 민족에 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의 이름도 통에 한 정보

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민감정보의 범 를 합리

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일설은 문제의 정보를 처리하는 목 이 민감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인 경우에만 강화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조사

기 의 주  목 을 정보의 민감성을 단하는 기 으로 삼는 것은 목 을 임의

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은폐되지 

않고  사람의 지각을 통해서 쉽게 분별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생체정보라도 

민감정보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유 으로 찰할 수 있는 피부색, 

얼굴 등과 같은 정보가 그에 해당한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도시를 활보하는 사람은 

얼굴정보와 련하여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구나 인식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민감정보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가령 지문
258)

이나 망막

257) 물론 원생체정보만이 그와 같은 민감성을 띨 수 있다. 템 릿 정보는 그 자체로

서는 직  원생체정보로 재생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템
릿 정보가 그 주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는 경우

에는 그것은 개인정보의 성격을 띠게 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템 릿 정보

에는 원생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부수 인 정보가 들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258) 지문과 련하여 헌법재 소 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

다. 즉 “첫째, 지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 종

교, 학력, 병력, 소속 정당, 직업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신상에 한 인격 ㆍ신

체 ㆍ사회 ㆍ경제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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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개하 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들은 민감정보로서 강화된 보호를 하여야 한다.259) 

강화된 보호는 정보의 장단계가 아니라 그 처리단계, 따라서 조사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스템을 통해서 생체정보를 악하는 것도 정보의 조사에 해당

한다. 따라서 민감정보를 부수 으로 내포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조사할 때에도 강

화된 보호수 이 용되어야 한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의 강제이용이 정당화되기 해서는 매우 한 

공익을 실 하기 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야 한다. 

④ 생체정보의 시스템  보호의 실  정도에 따른 기본권제한강도의 단계화

가령 템 릿 미사용 시스템은 그것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생체정보의 출, 무

단이용 등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의 운 은 기본권제한의 강도가 낮

다. 요컨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시스템을 통해 합리 인 비용으로 효과

인 개인정보보호 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 으로 보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요성요건에 한 반을 의미한다. 

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 된 립 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문정보는 

구나 손쉽게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과는 달

리 일반인의 경우 지문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정보주체를 악하는 것이 거의 불

가능하고, 이에 한 문 인 감식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보주체의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지문정보는 지문을 직  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생성되기 때문

에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수집자에게로 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내용이 실제 내

용과 다르게 왜곡될 염려가 없는 객 인 정보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

보주체로 하여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에

게 형성될 정보주체의 사회  인격상에 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에게 유보시킨다

는 의미를 갖고 있는바, 지문정보는 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작다. 특히 주민등록증발 신청서에 날인

되어있는 지문정보는 정보주체가 지문날인시 지문정보의 수집  처리가 이루어

지리라는 것을 쉽사리 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지

문정보를 보 하는 행 와 련하여 요청되는 법률에 의한 규율의 도 내지 수

권법률의 명확성의 정도는 그다지 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687-688).

259)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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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본인확인방법에 따른 기본권제한강도의 단계화

생체정보가 1:1 조를 통해 단지 본인인지 여부를 검증받게 하는 수단으로만 이

용할 때에는 앙에 집 된 많은 사람들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본인의 생체정

보를 조하여 본인을 식별하는 경우보다 험도가 상 으로 낮고, 따라서 기본

권제한의 강도도 상 으로 약화된다.

생체정보 데이터뱅크와 다른 종류의 개인정보의 데이터뱅크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만큼 험성이 커지고, 따라서 기본권제한의 강도도 상 으로 

커진다.

⑥ 정보제공자의 선택가능성에 따른 제한강도의 단계화

법률에 의해 강제 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보다 기본권 제한강도가 높다.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과 고 인 방식의 신원확인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

는 경우는 자가 후자를 완 히 체하고 생체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경우보다 

기본권제한강도는 떨어진다. 자의 경우 그 고  방식의 신원확인시스템을 선택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특별히 한 불편도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인

정보자결권에 한 제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한 법률  근거가 없

이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4) 정  형량요소로서의 사생활보호 진기술(PET)의 성격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개인정보에 한 근을 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개

인정보이용을 방지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스템은 개인

정보보호의 수 을 제고할 수 있고  그 기 때문에 사생활보호 진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로 분류될 수 있다. 생체정보는 데이터뱅크에 근하는 키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정보의 열람․변경을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효과 으

로 통제하는 무단 근에 한 방지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방지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사이버상에서 가명이

나 익명 거래 는 실명거래를 안 하게 시도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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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의 회피를 진할 수도 있다.260)

생체정보가 이와 같은 목 을 해 사용되고  생체정보에 한 보안이 충분히 확

보된다면, 형량과정에서 그러한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채택한 공권력주체에 유

리하게 작용한다.

① 암호키로서의 생체정보

생체정보를 가지고 암호키를 만드는 것은 매우 매력 인 것이다. 생체정보가 반

구 이고, 복제가 어려우며, 기억이나 휴 가 필요하지 않다는 에서 암호키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 있는 템 릿 미사용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사용자인 을 한 2단계 차에서 생체정보에서 암호

키를 구성한다.

생체정보는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는 명확한 표지로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암호

키로 직  사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261) 
통상 인 암호화기술과 결합될 때에만 

생체정보는 암호키로 사용될 수 있다. 생체정보인식기술은 으로(가령 스마트카

드에 장되어 있는) 이용자와 암호키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입증하고 잠

장치를 해제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암호키와 이용자 사이의 결합이 보통의 생체정보

자동인식 차나 템 릿 미사용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요하지 않다.

②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권한 없는 자가 정보를 열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하여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패스워드, 칩카드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를 한 통 인 요소들이 생체정

260)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20～21면.
261) 암호 문가인 Bruce Schneier는 다음과 같이 이를 지 하고 있다. “생체정보자동

인식기술은 강력하고  유용하다. 그 지만 그것이 키는 아니다. 그 기술은 독

자와 인증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유용하다. 암호키의 특

성인 비 성, 무작 성, 업데이트나 기 가능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은 유

용성이 없다.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은 유일한 식별자이기는 하지만 비 은 아니

다.” 이 내용은 http://www.schneier.com/crypto-gram-9808.html(stand: 2006. 8. 7)에
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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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서 보완, 체 는 개선되고 있다. 지 까지 실용 인 이

유 때문에 충분한 정보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던 정보시스템들(행정 청, 은행이나 

회사의 창구의 컴퓨터단말기)을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해서 간단히 개선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정보나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자를 보다 편리하고 확실하게 인증하

기 하여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생체정보를 통한 강화

된 보안장치 때문에 이용자만이 근이 가능하거나 는 그의 동의하에서 읽히고 

변경될 수 있는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이용자 수 의 장치들(가령 생체정보를 감

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춘 칩카드나 PDA)에도 이 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장치에 의해 가명, 익명 거래가 진행됨으로써 개인정보의 발생이 억제되어 

개인정보보호의 수 이 향상되는 것을 기 할 수도 있다.262)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이 개인정보보호의 수 을 실제로 향상시키려면, 그 시스템

이 개인정보보호를 진하는 형태로 형성되어야 한다. 즉 그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써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새로운 험요인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나. 생체정보조사 역별 특별규율을 통한 법규범의 명확성제고 요청

1) 개념과 의의

개인정보자결권이 실효 으로 보장되려면 정보조사와 그 이용의 목 이 역별

로 그리고 명확히 법률로 확정되어야 하며,263) 이 원칙은 공․사의 역을 불문하고 

262) M. Köhntopp/T. Probst, Datenschutzgerechter und datenschutzfördender Einsatz von 
biometrischen Verfahren. Beitrag zum “Potential biometrischer Verfahren als daten- 
schutzfreuntliche Technologie” bei einem Expertenpanel des BSI am 19. November 
1999 in Bonn Abschnitt 4(http://www.datenschutzzentrum.de/ biometri/bsipabio.htm).

263) BVerfGE 65, 1, 46. 한 BVerfGE 65, 1 요지 2  44. 한 H. Bäumler, Nor- 
menklarheit als Instrument der Transparenz, JR 1984, 361면 이하; E. Schwan, Daten- 
schutz, Vorbehalt des Gesetzes und Freiheitsgrundrechte, Verw.Arch. 66 (1975), 120면 이

하; Simitis,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Grundbedingung einer ver- 
fassungskonformen Informationsordnung, NJW 1984, 402면; W. Schmidt,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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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야 한다.264) 따라서 일반조항은 개인정보의 조사와 처리를 한 법  근거

가 될 수 없다. 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조사와 처리의 잠재  험성에 한 

우려를 완화시키려면 개인이 국가의 정보활동을 개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해

서는 역별특별규율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265) 

이 요건에 해서는 역별로 특별하고도 명확한 규율을 요구할 경우 과잉규율을 

래할 것이며,266) 그 때문에 이 요건을 통해서 정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

렵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의 법률 문가들이나 심 있는 자들만이 정보

조사 역별로 만들어지는 법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압도  다수의 국민은 

여기 기 산개해 있어 복잡하고 따라서 그 내용을 개 하기 힘든 개인정보보호법

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담당공무원들조차도 이를 충

분히 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지만 역별 특별규율만이 개인정보의 조사와 처리에 한 정보주체의 개

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정보와 련한 신 한 국가활동을 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

보조사시에 개인의 인격보호를 하여 보다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아야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응용

공권력이 생체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집․이용의 목 을 명확

하게 명시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이 요건은 수집․이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된다. “공공기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제5

bedrohte Entscheidungsfreiheit, JZ 1974, 247면.
264) Simitis, NJW 1984, 401면; Schmidt, JZ 1974, 247면.
265) BVerfGE 65, 1, 50; Bäumler JR 1984, 361 이하.
266)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  경찰법은 총 6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5

개의 조가 개인정보보호를 한 것이며, 독일의 형사소송법개정법률에서는 개인

정보보호와 련된 33개조가 새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해서는 B. Holznagel, 
Das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B. Pieroth(Hrsg.), Verfa- 
ssungsrecht und soziale Wirklichkeit in Wechselwirkung, 2000,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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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같이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 필요한 범  안에서 공공기 은 개인정보

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일반조항에 의해서는 생체정보를 강제로 조사․

이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없다. 생체정보  그 자체 민감한 정보이거나 

그 정보에 다른 민감한 정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는 개인의 보편 인 식별자로 

사용욀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지문채취와 채취된 지문정보를 막연한 일반규정에 

의해서 경찰목 으로 용하고 있는 것에 해서 헌법재 소가 합헌취지의 결정을 

한 것
267)

은 사실상 이 요건을 무력화하고, 궁극 으로 개인정보자결권의 실효성을 

히 하시킨 것이라는 비 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문은, 상술한 바와 같이, 

타인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타인이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

에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어야 하고, 따라서 강화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

민등록법의 목 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다(제1조). 그 다면 동법 제17조의 8에 의해서 채취된 지문도 이 목

을 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 지문정보를 다른 목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법에 명시 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막연한 일반규정만으로

는 부족하다.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가 허용하

고 있는 수사 등의 목 을 한 개인정보의 제공도  국민 정보의 일 제공이 아니

라 개별 사건에서의 개별 인 제공의 허용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지문원보를 송두

리째 넘길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목 구속의 원칙

1) 개념과 의의

목 구속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사용목 이 개인정보사용의 역을 특정하여 그

리고 엄 하게 법률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즉 개인정보이용의 

267)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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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를 법률에 의하여 특정된 목 에만 한정시킬 것을 요구한다.268)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련된 법률  규율로부터 어떤 구체 인 행정목 을 하여 개인 인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개인이 가 무엇을 언제 어떤 기회에 자신에 하여 알게 되는지를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자결권의 본질상의 귀결이자
269) 규범의 명확

성원칙의 특수한 발 형식이다. 이 원칙은 비례의 원칙과도 련이 있다. 비례의 원

칙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명시된 목 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국한하여야 

할 의무가 모든 국가기 에 부과되기 때문이다.270) 바로 이 에 이 원칙의 정당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원칙 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조사․처리․이용․ 달 

등 개인정보와 련한 국면에서 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 원칙에 하여 비 이 제기되고 있다.271) 무엇보다도 구체 인 사

례들도 집 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지 않을 것이고, 엄격한 목 구속의 원칙은 지나치게 세분된 규율을 낳아 법의 분열

은 물론 법의 내용을 개 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법  불안정성을 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272) 이러한 결과를 피하려면 이 요건의 용여부를 개인정보의 종류

268) BVerfGE 65, 1, 46. 우리 헌법재 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지문채취 련사건에

서 이 목 구속의 요건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 소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수여부와 련하여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개인정보조사의 법률  근거

를 두어야 하는지만을 심사하고 있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269) BVerfG, 65, 1, 43; W. Steinmüller, Das Volkszählungsurteil des Bundesverfassung- 

sgerichts, DuD 1984, 91 (93)면.
270) BVerfGE 65, 1, 46; E. Denninger,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innere Sicherheit - Folgerungen aus dem Volkszählungsurteil des Bundesver- 
fassungsgerichts, Kritische Justiz 1985, 223면: ‘목 구속의 원칙은 과잉 지의 요

소를 감안하고 있다.’
271) Denninger, Kritische Justiz 1985, 223면.
272) 이에 하여 자세한 것은 Vogelgesang, 게서, 7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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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세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인격에 한 한 이 있는 

경우에만 그 요건이 실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조사

나 이용을 구체 인 목 에 결부시키지 않는 규율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과 련된 개인정보에 한 자결권

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목 구속의 원칙은 법률의 명시 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공조방식에 

의하여 조사목 과는 다른 목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원칙 으로 지한다.273) 

그러나 목 구속의 원칙은 통계조사에는 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자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통계조사

를 한 조직과 차를 형성하여야 한다.274) 

2) 응용

이와 같은 목 구속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생체정보를 본래의 조사목 과 다른 

목 으로 용하는 것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 외는 당사자 본인의 동

의나 명시 인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도 제10조 제1항에서 이 원칙과 외를 명시하고 있다.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수집  이용의 목 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이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 리에 생체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생체정보를 본래의 조사목 과는 달리 개인들의 정보를 추 하기 한 검색키로 

사용하거나 컴퓨터 매칭을 한 매개로 이용하는 것도 원칙 으로 지된다. 다만, 

재의 생체정보자동인식과 련한 기술 황이나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이 생체정보를 

검색키나 컴퓨터 매칭을 한 매개로 이용할 가능성도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273) BVerfGE 65, 1, 46 참조.
274) 보조사항(식별표시)의 삭제에 한 규율의 필요(BVerfGE 65, 1, 49); 외부와의 효

과 인 차폐(같은 곳); 엄격한 비 유지(같은 곳); 가능한 신속한 익명화처리(같
은 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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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요청의 충족

개인정보자결권은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조사․이용․처리․공개 등 정보

활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결권도 이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는 공

권력조치에 한 방어권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객 법  효과를 발휘한다.275) 즉 

이 기본권을 실효 으로 보장하기 한 차 ․조직  책을 세울 의무를 국가

에게 부과한다. 그 구체 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생체정보 내지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한 보안 책의 수립의무

입법자는 생체정보를 보유하는 기 으로 하여  의 의무에 상응하여 조사된 정

보가 출되거나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 인 책을 세우도록 의

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구체  보호조치로 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276) 

① 생체정보는 등록과 동시에 암호화하고, 원생체정보도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하여야 하며, 본인의 검증이나 식별을 해 부득이 이를 보 하여야 하는 경우에

도 암호화하여 보 하여야 한다. ② 생체정보를 송할 때도 데이터가로채기나 ․

변조를 막기 해 암호화된 상태로만 송하여야 한다. ③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킹을 차단하기 한 기술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④ 기 내부에서 권한 없는 자가 생체정보에 근하는 것을 막기 해 

근권한을 가진 자를 제한하는 등 조직 ․기술  책을 세워야 한다. 

그 밖에도 입법자는 생체정보를 보다 효과 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

계하도록 권장․유도하는 한편, 생체정보에 우호 인 시스템의 선택을 유도하여 그

러한 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하여야 한다.

2) 생체정보주체에 한 차  권리의 보장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은 국가기 들에 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275) 보다 상세한 것은 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근거  구조에 한 고찰, 
헌법논총 제14집(헌법재 소), 431면 이하 참조. 

276) 보다 상세한 것은 정보통신부/정보보호진흥원,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 2005. 12, 
제13조와 그에 한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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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의 조사에 하여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자신의 정보에 

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잘못된 정보의 정정 내지 삭제를 요

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자신의 정보에 한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개인정보자결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차  권리의 근거가 된다. 입법

자는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보장하여야 하고(이  일부 권리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제7, 8, 12, 14조 등 참조), 생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

가기 은 정보주체의 이와 같은 차  권리의 행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277)

3) 독립 인 감독기구의 설치의무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은 개인정보자결권의 실효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 인 기
278)

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는 등 조직법  지

침으로도 작용한다. 독립성을 갖는 감독기 에 의한 통제는 개인정보보호에 하여 

본질 인 의미를 갖는다. 자동화된 정보처리의 조건 아래에서 개인정보가 집 되고 

 사용되는 것에 하여 개인들이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의 시기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리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하

여 활동하는 독립 인 정보보호기 에 의한 통제제도는 개인정보자결권을 효율

으로 보호하는 데 불가결하다.279)

277) 정통보/정보보호진흥원,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11조  그에 한 해설도 

참조.
278)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에 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도 각 회원국에게 독립 인 감독기 을 1개 

이상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에 따라 모두 50개의 독립성

이 보장된 기 인 개인정보보호 권 원(Datenschutz - beauftragter)을 두어 개인

정보보호 련 규정들의 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279) BVerfGE 65, 1, 60 참조. 헌법  차원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로는 

J. Meydam, Volkszählun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mögliche Kon- 
sequenzen für den Sozialdatenschutz, DuD 1985, 16면(그는 독일의 정보보호 권

원(Datenschutzbeauftragter)에 한 헌법  승인이라는 표 을 하고 있다); 
A. Podlech, Die Begrenzung staatlicher Informationsverarbeitung durch die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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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공  역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제18조 이하 참조)는 개인정보자결권

이 침해되기 이 의 단계에서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검하고 문제가 있

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사 방 ․진단 ․경고 인 기능을 제 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권한이나 독립성․ 립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개인

정보자결권을 실효 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비 이 제기되고 있

다. 사  역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역

시 방기능보다는 개별 인 사후구제 내지 사후시정 기능에 이 놓여 있어 같

은 비 에 직면하고 있다.280) 

4)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자결권의 침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할 의무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은 한 사인에 의한 개인의 신상정보의 부당한 

조사, 이용 등으로부터 개인의 인격  자율성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

과한다. 개인들에 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난 경제  가치를 갖게 되

면서 많은 기업들이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확보하기 하여 안이 되어 있다. 그런

데 사인에 의한 정보의 조사, 수집, 집 , 처리는 국가의 그것에 못지않게 사인 사이

fassung angesichts der M;glichkeit unbegrenzter Informationsverarbeitung mittels 
der Technik, Leviathan, 1984, 94면; R. Riegel, Rechtsgrundlagen für die informa- 
tionelle Tätigkeit der Verfassungsschutzbehörden und datenschutzrechtliche Konse- 
quenzen auf dem Volkszählun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VBl. 1985, 772
면. 이에 비하여 이 제도의 헌법  지 를 부정하는 견해는 개인정보의자결권에 

한 제한이 도청이나 병역의무이행의 경우에서처럼 심각하지 않고  많은 경

우 그에 한 제한이 정보주체들에게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인 사회생활

에서 이를 감안해야 하며, 권리구제 차도 배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는 

개인정보자결권을 보호하기 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를 가진다고 

본다. 이 제도는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들 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Vogelgesang, 게서, 82～83면; Scholz/Pitschas,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 
srecht und staatliche Informationsverantwortung, 46면).

280) 이에 하여는 김일환, 게 보고서, 185면 이하;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제 

화방안에 한 연구(국회사무처 법제실), 2005, 18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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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의 개인정보

자결권의 보호의무는 더욱더 요성을 띠게 되었다. 국가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

하여 사인에 의한 이 기본권의 제약에 하여 실효성 있는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   공  부문에서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실제응용분야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은 보안성과 편리성 때문에 최근 민간부문에서도 매우 빠

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령 온라인뱅킹이나 융자동화기기, 자상거래, 자서명, 

출입통제시스템 등에 그 기술이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 지만, 본고는 공

권력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 합리

인 법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 역에서의 응용사례와 

그 법  근거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생체정보제공이 의무 인 경우

가. 역별 특별규율을 통한 명확한 법률  규율  목 구속원칙의 수

공권력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운 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자결권을 제한하

게 된다. 따라서 그 시스템을 합법 으로 운 하려면 명시 인 법률 인 근거가 필

요하다(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제4조  “정

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23조 제1항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  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얼굴처럼 사회생활에서 공개되어 있어서 구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정신작용을 통해서 그 정보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법률규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즉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

서 공권력이 그러한 유형의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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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해당 역을 특별히 규율하는 명확한 법률  규율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정보제공자의 동의도 생체정보처리의 법  근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과

의 약정을 통해서 국가기 이 그 권한을 확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동의만 있고 법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생체정보처리를 합법 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81)

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채택 분야 

1) 여권이나 신분증명서

신분증명분야에서 두 가지 형태로 생체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고 인 신분증명서를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것이고(최근 검토되고 있는 

생체여권의 발 형식), 다른 하나는 신분증발 시에 희망자의 신원을 식별하고 복

수의 증명서를 상이한 이름으로 발 받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생체정보를 이용하

는 것(미국 코넥티컷 주에서 무료 식의 2  수령을 방지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

이다.

①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에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40 

～1945년에 이미 지문날인이 포함된 국민신분카드가 사용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1968. 5. 29. 법률 제2016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되

면서 주민등록증의 발 과 련하여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주민등록증에도 

우무인이  있다. 1968. 9. 16. 통령령 제3585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2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증의 발 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별지 제33

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 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양손 무지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데 이어 1975. 8. 26. 통령령 제7759호로 주

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발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

281)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35면  그 곳에서 인용된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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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 이래 10손가락의 지문이 채취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 ‘지문’이라는 표 이 

사용됨으로써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에 명시  근거를 갖게 된 것은  1997. 12. 17. 

개정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에서 주민카드에 수록할 사항 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면서부터이고, 그 후  1999. 5. 24. 개정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에서 “주민

등록증에는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지문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 을 수록

한다”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 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282) 다만, 재의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지문자동인식장치를 통해서 자동

으로 감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다는 에서 엄 한 의미의 생체신분증은 

아니다. 

국 의회도 2006년 3월 30일 논란 끝에 2008년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16세 이상

의 모든 국인은 사진, 이름, 주소와 같은 통 인 정보 이외에도 지문, 홍채 는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를 장한 칩을 답재한 여권을 발 받고, 이를 다시 국민신분등

록부에 등재하며, 2010년 부터는 여권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국인에게 모

두 국민신분증을 발 받도록 의결하 다. 국정부는 신분카드제 도입의 필요성으

로 신분을 확실히 확인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신분 조, 불법노동을 방지

하며, 국경통제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283)

② 생체여권

생체정보를 이용한 여권이 일국 차원이 아닌 국제 으로도 통용될 날도 멀지 않

았다. 미국의 9․11테러 사태 이후 가 되고 있는 테러공포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일부 국민들의 생체정보에 한 불안감 내지 항을 극복하

면서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도입을 하여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국경 보안과 비자 개  법(Enhe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을 제정하여 비자면제 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생체여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

282)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680.
283) 2006년 3월 30일 BBC 뉴스 인터넷 .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3127696.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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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재 27개국에 달하는 해당 체약국들도 생체여권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자국 여권에 개인의 이름, 국 , 성별, 생일, 출생지, 사

진 등 신상정보를 담은 자추 표(RFID) 칩을 탑재할 정이다. 독일도 테러방지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가을부터 생체여권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등 세계 각국이 

생체여권을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했거나 논의를 진행 이다. 

한편, 국제표 화기구(ISO)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4년 7월 생체인식 여권에 

한 합동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생체여권에 탑재될 IC칩 규격과 보안기술에 한 

골격을 도출했다. 국제표 으로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04년 7월 

발표한 생체여권 권고안이 인정되고 있다. 권고안에서는 생체 여권에 사용될 

식․비 식 IC칩의 규격을 표 화하고 있다. 국제표 화기구(ISO)는 2004년 9월

과 11월에 걸쳐 생체인식 련 기술 6개를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로 

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재 비자 발 상국이므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 도입 

요구와는 직 인 연 이 없으나 미국과 비자면제 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한 비가 필요한데다 우리나라 여권변조를 통한 불법 출입국 

사례가 국내  외국 출입국 리기 에서 지속 으로 제기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최

근 자여권추진 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비 식 IC 

칩에 장한 자여권 ISP 사업을 내달 발주하는 등 자여권발  시스템 구축을 

한 기본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외교통상부는 ISP 보고서를 토 로 1단계로 9월께 

외교 을 상으로 ‘얼굴’ 정보를 장한 자여권을 발 하는 시범사업을 개하

고 행자부․법무부․건교부 등 련 부처와 산 등 의를 거쳐 12월께 지문정보

를 수록한 여권 제조를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을 한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한편, 연

내 여권 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284) 여권 계법령이 개정할 때 

역별특별규율의 원칙  조사목 에의 구속 원칙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84) 자신문 2006년 6월 30일 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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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증발  등 출입국 리

한민국 입국을 허용하는 사증(비자) 발 시에 신원이 명확하지 아니한 신청자

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 일환으

로 한국의 해외주재 사 이나 사 을 통해서 가령 지문을 채취하여 산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테러방지 책의 일환으로 비자 비면제국가 국민들을 상으로 입국시 양

손 검지 지문을 날인하고 얼굴 사진을 촬 하도록 하는 ‘미국방문(US-VISIT)’ 시스

템을 2004년 1월 5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 게 수집된 지문  화상정보는 테러리

스트․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조된다. 2006년 1월 10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인물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지문 채취의 범 를 양손 검지에서 체 손가락으로 

확 하는 한편, 방문자들의 여권에 RFID 칩을 부착하여 출입국 황을 추 하기로 

하는 등 출입국 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테러방지 책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 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출입국 리․난민법을 개정하 으며, 2007

년 가을부터 시행한다. 테러리스트 입국방지를 겨냥한 이 법안은 16세 이상의 외국

인이 일본에 들어올 때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 을 의무화, 거부하면 입국을 허용

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법무성은 스캐 로 채취한 지문과 

디지털카메라로 촬 한 얼굴사진을 컴퓨터에 등록, 지명수배자 명부 등과 조해 

테러리스트 등을 가려낸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범법 외국인을 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처리하여 그들의 재입국

을 방하고 추 을 용이하게 하기 한 로젝트를 추진 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형사 차와 생체정보자동인식

① 형사소추기 의 개인생체정보 근권한

ⅰ) 경찰청의 지문정보 산화와 법  근거

오래 부터 생체정보는 수사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주민등

록법에 의해서 수집한 지문정보가 경찰청에게 넘겨져 수사 등의 목 으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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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에서도 언 한 것처럼 이미 2003. 6. 15. 경찰청이 보

하고 있던 약 3,900만 명의 지문정보에 한 산화가 완료되어 지문정보의 신속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헌법재 소 례에 의하면
285)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

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 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

을 하여 다른 기 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경찰청장은 같

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범  안에서 이를 보유

할 권한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물론 지문정보를 보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나아가 경찰청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

호에 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자신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하게 보

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산화할 수 있고, 지문정보의 보 은 범죄수사 등의 경우

에 신원확인을 하여 이용하기 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 하는 

행 의 법률  근거로서 거론되는 법률조항들은 모두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

수사목 에 이용하는 행 의 법률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이와 같은 논리는 정보조사 역별 특별규율을 통한 규범의 

명확성 강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자결권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음은 이미 지 한 바 

있다.286) 국민의 지문채취가 여러 공익  목 을 하여 불가피하다면 지문채취의 

목 과 이용범  등을 명시한 특별한 법률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ⅱ)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에 의한 생체정보 이용권한

한편,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 7호는 개인정보

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 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의 조사목 과는 상

없는 수사목 , 는 재 진행을 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285)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669 요지 나, 다 참조.
286)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례집 17-1, 668, 670 이하에 수록된 3인의 재

의 반 의견의 요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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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공공기 은 이 규정들에 의거하여 수사기 이나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개인의 생체정보 일도 이에 포함되는가? 이와 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먼  원생체정보가 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 이나 법원(이하 수사기

으로 약칭)은 가령 련 개인의 생체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조사하는 수고를 덜

기 하여 다른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피고인이 특정 시간 에 특정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했는지가 수사

의 상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정보들이 처음에는 그 주체를 식별하지 않은 상태에

서 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주체는 사후에 확인될 수도 있다. 수사기 은 자신이 보

유하고 있는 원생체정보를 템 릿 정보로 변환시키고 이 템 릿 정보와 공공기 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장되어 있는 템 릿과 비교하여 원생체정보의 주체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기 은 이와 련하여 어느 정도의 조의무를 지는가?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수사기 에게 템 릿 생성과 련한 

도움도 제공해야 하고, 템 릿 비교도 해주어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

해 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이하의 규정,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

률 제10조 제2항 제6, 7호를 종합 으로 해석한다면 개인정보 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 은 수사기 에 하여 템 릿 비교를 통한 신원확인 등을 해  의무가 있

다고 본다. 수사기 은 수사상의 필요를 하여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

보를 요구함에 있어서 장을 제시해야 하는가? 형사소송법은 공 정 밖에서의 압

수․수색을 해서는 장을 요구하고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13조),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 7호는 이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287) 후자가 자에 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장은 필

287)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Patriot act를 제정하여 국민의 라이버시권을 제한

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기 의 라이버시는 보호하고, 미국시민들의 라이버

시권을 제약하는 법으로서, 법안은 장 없이도 인터넷 사업자(ISP)들에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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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다고 본다.288) 형사소송법 제113조는 개인정보 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

기 이 다른 법률규정이 수사기 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공공기   국가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생체정보도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이 말하는 공무상의 비 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을 제공

하는 것이 국가의 한 이익을 해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사기

의 압수나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제106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상이 “물건”과 같은 유체물이어서 정보(화)사회로의 발 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고 있다. 생체정보를 장하고 있는 장치 자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해당 기 의 업무에 큰 지장을 래할 수도 있고, 수사 상이 아닌 사람들의 생체정

보까지 수사기 이 열람하는 부작용이 래된다. 따라서 강제처분의 상을 정보화

시 에 맞게 조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 이 아닌 개인

이나 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개인들의 생체정보 일을 수사기 에게 제공

할 수 있는가?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

송법 제106조 이하의 규정은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근거일 뿐 사인 등에게 자

자 련정보 제공과 경찰의 인터넷 도청권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 시비를 낳

고 있다. 재 미국사회에서 개인정보에 한 계속 인 논란이 있으나 실 인 

테러  아래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다. 
288)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청에 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탁할 경우 해당 청은 이에 응할 원칙 인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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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의무를 직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행

법상으로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 이 장을 제시하고 강

제처분을 통해서 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생체정보 내지 그 정보가 장된 장

치를 압수․수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련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화시 의 수사기법의 발 을 반 하고 있

는 독일 형사소송법은 우리의 형사소송법 개 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② 형사소추와 험 방 분야에서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사용

경찰 역에서 생체정보인식기술의 고 인 용분야는 수사 등의 상이 되고 

있는 인물들의 사진, 지문 등을 원생체정보로 조사하여 장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각종 신체  특징을 촬 하거나 측정하고, 목소리를 녹음하고, 필체감정을 해 필

을 조사하기도 한다. DNA 분석도 이러한 활동의 일종이지만, 아직은 자동인식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본래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이 용되지는 않는다.

행 형사소송법은 생체정보자동인식장치들에 장된 개인정보들을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아무런 직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검증을 

하여 피고인 등의 신체에 한 조사와 련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139조 이하 참조). 신체검사를 해 체액 등의 추출할 수 있으나 엄격히 비례의 

원칙을 수하여야 한다. “신체의 검사에 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 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는 제141조의 규정도 그와 같은 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 지만 

재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사용되는 생체정보들  피고인 등의 신체에 손상을 

가해가면서 수집되는 것은 없다.

역별특별규율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역에 명시 인 련 규정을 둘 것을 요

구한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81조의 b에 형사소송의 수행을 해 는 범죄인지의 

목 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진이나 지문을 그의 의사에 반해 촬 하거나 

채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한 각종 측정행 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사용되는 생체정보의 조사활동의 근거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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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물론이다.

형사 차에서 범인식별을 해 사용되는 고 인 방법은 지문 조이다. 경찰청

에서는 1990년부터 개인의 인  사항, 열 손가락 지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

증발 신청서를 고속의 용량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다음, 필요시 단말기

에 출시켜 지문을 확인하거나 는 변사자의 인  사항  장유류지문 등을 자

동으로 검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인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도

입하여 가동하기 시작하 다. 1990. 10.경 최 로 지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

작하여 1998. 2. 이 까지는 좌우 손가락 세 개씩 여섯 손가락 지문만을 입력하고, 

그 이후에는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2003. 6. 15. 경찰청이 보

하고 있던 약 3,900만 명의 지문정보에 한 산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미 범죄를 지른 자의 지문정보나 범죄 장에서 채취된 지문정보만이 아니라 주

민등록사업을 하여 채취된 17세 이상의  국민의 10손가락 지문 원보를 명확한 

법률  근거도 없이 넘겨받아 산처리․이용하는 것이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임은 에서 지 한 바 있다.

미국 로리다 소재의 일부 지역(Ybor City)이나 국 뉴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

과 같은 얼굴자동인식시스템과 CCTV에 의한 감시시스템의 결합도 가능하다. 실제

로는 이 지역들의 소수 CCTV카메라만이 얼굴자동인식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289)  

289) Eine Bewrtung der Technologieen für eine politische Kontrolle. Zusammenfassung 
zwischen September 1998(여기서는 인터넷문서 http://www.europarl.eu.int/dg4/stoa/ 
de/publi/166499/execsum.htm) 참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한 회사는 국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을 스캔닝하여 그 얼굴들을 이격되어 있는 컴퓨터의 데이

터뱅크에 집 되어 있는 얼굴들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실험하 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한 감시” 명의 입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의 Leed 학교에서 개발된 이른바 “생각하는 카메라(Thinking Kamera)”는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카메라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도록 

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일정상황에서 통상 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사람의 행동이 일정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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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집행

형집행 역에서는 교도소 “신입자에 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하여 필요

한 한도 안에서 사진촬 ․지문채취․수용자번호지정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행법 제10조에 의하여 생체정보가 조사․수

집되고 있다. 행형기 은 여기서 수집되는 생체정보들을 소 업무의 자동인식시스

템에 의하여 처리․ 장하고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

에 한 법률 제5조). 처리된 생체정보를 다른 기 에 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하여 행형법은 아무런 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 제공가능성은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상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성향이나 교화정도를 보다 효율 으로 확인․구분하기 하여 형집행 

 얼굴자동인식시스템과 같은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4) 복지행정

① 보건행정

먼  보건행정분야에서도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먼  생체정보로 정확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개인식별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재의 의료보호험카드 신에 생체정보를 담은 칩을 장착한 카드를 사용하여 진료

를 받게 하고 결제하도록 하면 병의원에 의한 보험  사기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카드에 사용되는 칩에 환자 개인의 건강과 련한 정보(가령 주요 병력)를 추

가로 담게 되면 권한 없는 자가 카드에 담겨 있는 정보에 근하는 것을 방지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체정보카드의 효용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응 처

경고를 발하고 카메라운 자에게 그 게 행동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권고한다고 한다. 이에 해서는 H. Bäumler, Problem der Videoaufzeichung und 
Überwachung aus datenschutzrechtlicher Sicht. Vortrag auf dem. 8. Wiesbadener 
Forum Datenschutz am 19. November 1999 in Wiesbaden, 여기서는 인터넷문서 

http://www.datenschutzzentrum.de/material/themen/ video/video.htm를 참고하 음.



제 5 장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한 역감시체계의 구축의 기본방향   229

치시 필요한 정보(가령 액형, 특정 약에 한 알 르기 반응 등)에 해서 생체정

보를 통해 무단 근을 막는 것은 응 처치를 더디게 할 뿐이므로 합리 이지도 필

요하지도 않음은 물론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등록한 정당한 마약 독환자들만이 마타돈을 지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해 그 환자의 생체정보가 담긴 카드가 발 되고 있다고 한다.

② 여타 사회복지행정

미국의 코네티컷, 뉴욕 등의 주에서 사회복지수당의 이 수령을 방지하고 복지수

령자의 격성을 단하기 하여 지문정보 등을 생체정보자동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290)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등  국민을 상으로 한 

신원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를 도입해야 할 실 인 필요

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5) 민원사무

재 강남구에서는 요한 법  효과가 결부될 수 있는 임감증명서 발 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인감증명발 과정에서 지문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증명서의 발 을 진하려면, 본인확인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생체정보를 암호키로 사용하는 자서명 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생체정보시스템의 선택  사용

가.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선택  사용의 법  의의

행정 차형성과 련하여 집행권력은 이른바 차형성과 련된 재량권을 보유

하고 있다. 물론 이 재량권은 실체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된다. 즉 차형성에 

한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 차의 부 는 일부가 자동화되고 해당 행정 차의 참여자들이 이 차에 

290) 이에 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김일환, 게보고서, 2004,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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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의무를 지게 하려면, 행정 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 특별한 법  

근거가 필요하다. 자동화를 통해서 개인정보자결권이나 다른 기본권에 한 비교  

심각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본질사항 의회유보의 원칙에 의거하여 형식  의

미의 법률이 이를 수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이용이 의무화된 경우에 그러하다. 그 다면 그 시스템의 이용이 의무가 아니라 재

래식 식별 차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그 선택이 행정 차참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

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 차참여자가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은 정보

조사로 인한 기본권제한에 한 동의의 의사표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재래식 

신원확인 차를 이용할 경우 한 불이익이나 불편이 따른다면, 생체정보자동인

식시스템을 통한 신원확인의 선택을 자발 인 동의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지 않다

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행정 차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집행권력의 재

량 범  내에 있는 것으로 별도의 법  근거도 필요 없는 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고 해서 행정청이 실체법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장된 개인의 생체정보들의 보호나 시스템보안 등 제

반의무를 이행할 법 인 책임이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291) 

특히 이처럼 재래식 차에 한 임의  안으로 개인의 생체정보를 조사․처리

하는 경우 그 정보제공자가 명시 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목 으로 그 정보를 

용하거나 다른 기 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사용은 재래식신원확인 차

와 단순히 병존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 응용분야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 부터 국경통제업무와 련하여 자주 국경을 넘나드는 사

람들의 신원을 손모양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확인하는 INSPASS라는 시스

291)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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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가동하고 있다.292) 일반인의 입국자격은 여권번호를 가지고 확인되고  그 자

격은 데이터뱅크에 기억되어 있는 생체정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출입국이 빈번

한 사람들의 신속한 출입국 리를 해 이와 같은 시스템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수당을 개인의 통장으로 직  지불하거나 재래의 개인식별번호를 통해서 신

원을 확인하고 지 하고 지 하는 방법 이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생체정보에 의

해 보안성이 강화된 자동지 기를 통해서 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5   생체정보이용에 한 주요국가의 법제

 

여기서는 공권력의 생체정보조사․처리․이용 등을 규율하는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개 함으로써 우리의 련 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할 때 나라마다 국가의 역할에 한 인식에 차이

가 있다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령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고 다수의 과제를 수행해 온 것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의 기

치를 따라 국가의 역할을 가  최소화하려고 한다. 국가의 간섭을 부담스러운 것

으로 느끼고 부분 으로는 자유롭고 질서 있는 정보사회의 발 을 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언론의 자유, 작권 등과 같은 가치에 한 결정을 국가기 들에 믿

고 맡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독일처럼 사회민주주의의 세례를 강하게 받은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회 역을 형성․계획․조정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고, 그 기 

때문에 사  역에서도 사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시장의 법칙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  세력들 사이의 계가 정의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보호입법을 

극 으로 해오고 있다. 특기할 것은 국가와 국가행정이 주도 인 역할을 하는 네덜

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도 국가가 최근  자신의 활동범 를 축소하는 

292)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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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293)

1. 미국의 생체정보보호법제

가. 법제

미국 헌법에는 우리 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포 인 개인정보자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연방 법원도 아직은 례를 통해 그와 같은 기본권을 인정하

지 않고 있다. 물론 연방 법원의 례에 따르면 개인이 “합리 으로 라이버시를 

기 할 수 있는” 장소와 범 에서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294)

아울러 미국 역에 효력을 발휘하는 1974년  1980년의 라이버시보호법(Pri- 

vacy Act)이 존재한다. 이 법은 연방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련하여 해

당 개인에게 부여되는 열람․정정권(“fair information practices”), 정보의 공개  사

회보험번호의 사용을 규율하고(1974년 라이버시법), 수사기 이 언론매체가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하여 규율하고 있다(1980년 라

이버시법). 1974년의 라이버시법은 일부 법률규정들에 한 해석이 통일되지 않

는 등의 이유 때문에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에 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95)

연방과 주가 경합 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연방입법자가 개별 주에 해

서 행사할 수 있는 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가령 운 자 라이

버시 보호법(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운 면허발 청의 운 자 개인정보의 

제공을 규율)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할 수는 있다. 연방입법자가 그와 같은 법률을 

제정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연방 법원은 이를 인정

한 바 있다.296) 

미국에는 유럽의 각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개인 련정보를 일반 으로 보

293)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60면 참조.
294) Katz vs. U.S, 386 U.S. 347 (1967); Katz vs. U.S. 954(1967).
295) D. Banisar, Privacy and human Rights 2000. EPIC 2000, 230면.
296) Reno v. Condon, 98-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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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일반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  역에서의 라이버시 보호문제와 

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역에서도 특정 종류의 정보의 제공을 지하는 다

수의 법률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가령 비디오 라이버시 보호법(Video Privacy Pro- 

tection Act; 비디오 여 이 고객과 련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지하는 법) 

자통신 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 아동 온라인 라

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온라인 서비스업을 수행하면

서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이용하는 것과 련하여 양육권자의 동의를 

요구) 등이 있다. 

한편, 미국에는 개인정보와 련된 활동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독립 인 감독기구

도 존재하지 않는다.297) Office of Management und Budget가 주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감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사  역에서는 주로 Safe-Harbor-Prin- 

ciples의 수를 감독하고 있는 미국무역 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아동 

온라인 라이버시 보호법  융정보보호에 한 몇몇 법률의 수여부에 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역에서 미국무역 원회는 체로 산업계의 자율규

제에 을 두고 있지만, 2000년경 그 태도를 바꾸어 온라인 역에 한 법률의 제

정을 권고하고 있다. 

생체정보의 조사와 이용과 련해서 별도의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역

을 규율하는 개별법에서 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공  역에서 생체정보이

용과 련된 표 인 연방차원의 법으로는 국경보안강화 비자개 법(Enhanced Bor- 

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2002), 애국법(USA-PATRIOT ACT, 2001) 등

을 들 수 있다. 이 법률들
298)

은 무엇보다도 미국 밖에 있는 테러리스트 등을 감시하

고 그 입국을 통제할 목 으로 제정되었다. 미국정부는 9․11테러사태 이후 테러방

지를 해서는 입국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에서 국경보안강화 비자개 법

297)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70～71면.
298) 이 법률들에 하여 자세한 것은 김일환, 미국의 생체정보보호법제에 한 연구, 

인터넷법률 제31호(2005. 9), 122면 이하; 게보고서, 13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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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2002)을 통과시키고 2004년 이

후에 생체정보를 여권에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경보안강화법에 따라 2004년부터 

비자 정국은 입국비자 사증에, 비자면제 정국은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유럽 각국들과의 갈등으로 2007년 10월로 그 실

시시기가 늦추어졌다. 그 밖에도 미국은 2004년 부터 공항  항구를 통해 자국을 

방문하는 이민 목  이외의 모든 비자면제 정국 이외의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상으로 지문채취와 디지털사진촬 을 실시하고 있음은 이미 지 한 바 있다. 

한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가 보안 강화를 해 생체정보인증시스템을 의

무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하 다. 이 법에서 

미국 법무부장 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방지하기 하여 FBI의 조를 얻어 비자

신청자의 범죄 경력정보를 검토하고, 이 정보는 자동 으로 비자 데이터베이스로 

달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이를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만들어 정부

의 법집행기 과 연결하고, 생체인식정보를 이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형사 차에서 생체정보의 조사와 이용과 련한 논의의 을 형성하고 있는 문

제는 생체정보의 (은 한) 조사(촬 , 녹음 등)가 부당한 압수․수색 내지 자기부죄

에 한 피고인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4, 5조에 배되는지 여부

이다. 교도소와 경찰유치장에 생체정보자동인식장치가 일부 사용되고 있음에도
299) 

그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산업계의 평가

개인정보보호문제도 다루고 있는 미국산업계의 단체들 의 하나인 국제생체정

보인식기술산업 회(IBIA; International Biometric Industry Association)는 생체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제공되고 유통되는 상의 험성을 인식하고 라이버시 보호를 

한 가이드라인
300)

을 제시하 다. IBIA는 공  역에서 생체정보이용을 규율하는 

299) 홍채촬 ,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Electronic Benefit Transfer. Use 
of Biometrics to Deter Fraud in the Nationwide EBT Programm. Report GAO/ OSI- 
9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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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할 것과 사  역에서는 시장이 존 해야 할 일정한 지침의 개발을 주

문하고, 두 역 모두를 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기술 ․조직  조치를 개

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IBIA가 제시한 라이버시 보호원칙들

은 련 입법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인 통용력을 갖기

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  역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등 자율규제에 익숙

하지 아니한 우리의 기업환경에서는 용하기 어렵다. 미국의 정계 자체도 아직 IBIA

의 입법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다.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 생산자들의 국제 인 모임인 IBG(International Biometric 

Group)는 뉴욕에 련 제품들의 시실을 마련하여 제품을 시할 뿐 아니라 제품

설치와 련된 자문에도 응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체정보자동인식장치 사용

을 진하기 한 로비활동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체정보자동인식

시스템에 한 인 입법을 지하기 한 략의 수립을 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찬성하는 집단, 특히 인권운동단체를 비롯한 정치 으로 좌 와 우

인 시민운동단체와 의원들도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우호 인 입법에 반 하

고 있다. 이들의 략은 가능한 한 련 입법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301) 

2. 캐나다
302)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1990년  말에 사회복지수당의 이 수령을 방지하기 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온타리오주 개인정보보호 권 원들은 생체정보의 조사․이

용과 련한 범 한 요구를 제시하 는바, 그들의 요구사항들은 온타리오 빈민구

제개 법(Ontario Social Assistance Reform Act)에 반 되었다. 

그 법은 ① 정보이용의 조사목 에의 구속과 제3자 제공, ② 생체정보는 이용자

300) 그 내용은 국내에 잘 소개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권 빈, 생체인식산업 활성화를 

한 법제도 조사․연구(정보통신 학술연구), 69면 이하 참조.
301)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73면.
302)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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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조사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사할 것, ③ 생체정보의 템 릿의 형태의 처리, 

원정보의 삭제,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근을 허용하기 한 식별자로 이용하는 것의 

지, ④ 템 릿에서 원생체정보를 되살리거나 장된 템 릿을 직  제공받지 아

니한 다른 생체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 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  역에서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사용과 련해서는 련 법률이 없

기 때문에 온타리오 개인정보보호 권 원은 소비자들에게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보

호를 한 최 기 을 수하는 기업들에게만 제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권고는 

생체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보호에도 유추 용된다. 그 최 기 은, 생체정보는 

소비자의 자율  동의에 의해서만 조사할 것, 원생체정보의 장 지, 생체정보의 

사용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식별자로만 조사된 개인정보의 포기, 정보의 완벽성, 

정보의 조사 이 에 정보의 사용에 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할 것, 목 구속  정보

의 제3자 제공에 한 명확한 규정, 생체정보의 망실이나 도용에 한 보안(가령 암

호화를 통한 정보보안), 정보처리의 투명성  이용자의 조회권, 상술한 제반 원리

들의 수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독일 생체정보보호법제

독일
303)

은 개인정보자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연방헌법재 소의 

인구조사 결 이후에 동 결에 담긴 헌법  요구를 실 하기 하여 연방  주의 

차원에서 수많은 법령을 제․개정하 다. 그 표 인 법이 개인정보보호와 련한 

연방차원의 일반법인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이다. 동법은 인구조

사 결를 통해 결함이 크게 드러난 구 연방개인정보보호법(1990. 5. 22)을 보완하여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뒤,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지침  그 동안의 기술  발

303) 이하의 내용에 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

의견, 37면 이하; 김일환, 게보고서, 145면 이하  그 곳에서 인용된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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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 하기 하여 2001년 5월 22일 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  역에서

는 개인정보수집․처리의 방법과는 무 하게  법률에 구속되지만, 사  역에서

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이 자동화되거나 서류철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용된다. 사  역에서는 우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등의 자율

규제에 맡기되 이를 국가가 감독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할 때 

목 구속원칙을 엄격하게 철하고 있다(제14조 참조). 그 외를 명시한 법규정이 

있거나 요한 공익실 을 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본래의 조사목 과 다르게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기본권을 효과 으로 보장하기 하여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한 정보 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에 한 다양한 차  권리(제19조 이

하 참조)는 물론, 이 법률의 규정이나 개인정보보호에 한 다른 규정에 반하여 개

인 련정보를 처리한 기 에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참조)

도 부여하고 있다. 연방기 의 개인 련 정보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

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를 한 옴부즈만인 독립  지 를 향유하

는 연방정보보호 권 원(제22-26조 참조)에게 소원을 제기할 할 수 있는 권리도 갖

고 있다(제21조 참조).

생체정보도 개인정보인 한 그 조사․처리․이용에 한 특별한 법  규율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차원에서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이 용됨은 물론이다. 생

체정보도 원래의 조사목 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법률규

정이 있거나 요한 공익을 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이 가능하다. 그러한 외

로는 무엇보다도 형사소추를 하여 개인의 생체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공권력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련해서는 연방정보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7

호; 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련해서는 제28조 제3항 제2호). 한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3항 제2호는 형사소추를 해 필요한 경우 사인이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정보를 원래의 조사목 과 다른 목 을 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독일 형사소송법 제98조의 a 이하에서도 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독일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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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98조의 a가 제시하는 목록상의 범죄행 에 들어 있는 한 의미가 있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충분한 사실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범인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의 검색 표지들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의가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수사에 의미가 있는 추가 인 검색표지들을 충족하고 있는 사

람들을 확인하기 하여 다른 정보들과 기계 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목

을 하여 개인정보를 장하고 있는 기 은 비교를 해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

터뱅크에서 구분하여 수사기 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98조의 

b에 의하여 법 의 장 는 긴 한 경우 검사의 명령이 있는 경우 특정의 특징

인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검색해 내기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컴퓨터 매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개인정보들에 생

체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81조의 b에 의하여 형사소송의 수행을 해 는 범죄인지

의 목 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진이나 지문을 그의 의사에 반해 촬 하

거나 채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한 각종 측정행 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이 규정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사용되는 생체정보의 조사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992년 이후 연방방범청(Bundeskriminalamt)이 운 인 자

동지문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한 피고인 등의 지문감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명시

인 법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2001년 기술  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

침의 수 에 맞추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서 비디오감시에 한 특별한 규정을 

추가하 다(제6조의 b: 비디오감시)가 추가되었다.304) 고 인 비디오감시처럼 범인 

내지 그 사진과 CCTV에 힌 화상을 유 으로 비교하여 범인을 별하는 방식이 

아닌 비디오감시시스템이 얼굴자동인식시스템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본래의 생체정

보자동인식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물론 용된다. 그밖에도 독일은 망명

304) 이에 하여는 정태호, 비디오감시의 헌법  문제   규율모델로서의 독일의 

련 법률  규율에 한 검토, 인권과 정의 제328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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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망명 차법 제16조 제4

항에 따라 난민지 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외국인들에 한 식별용 조치에 의해 얻

게 된 정보는 지문자동인식시스템의 다른 식별용 정보와 따로 장되어야 하지만, 

 시스템 안에 별도로 장할 수 있다. 

독일은 2002년 1월 1일자의 테러방지법 개정을 통해서 2005년 가을부터 사진과 

서명 등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던 기존의 여권  신분증명서에 디지털 형식의 생

체정보를 추가하기로 하 다. 

4. 국의 생체정보보호법제
305)

국에는 생체정보보호와 련한 특별한 법률은 없고,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만이 있을 뿐이다.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독일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

하는 일반법의 형태로 1984년에 처음 제정되었다가, 1998년 OECD의 개인정보보

호지침의 8개 원칙을 수용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철 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존

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손질하 다. 따라서 생체정보와 련해서도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용된다.

국에서도 개인의 생체정보는 주로 형사소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수집․처리된다. 련 법률로는 1984년에 제정되고 후에 많이 개정된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PACE)가 있다. 이 법률은 Section 63  63a에서 지문과 샘

에 하여 언 하고 있다.

국에서는 1990년  반에 (비강제 인) 국민신분증도입의 효과에 한 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 이와 련하여 생체정보의 사용과 생체정보가 장된 스마트카드

의 사용이 가능한 조건에 해서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국정부는 이른바 신분

증에 한 綠書(Green Paper on Identity Cards)를 배포하여 여론을 청취하 다. 국

의 개인정보보호 권 원은 이 카드에 장된 생체정보가 권한 없는 자의 손에 들

305) 이에 해서는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6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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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카드의 안 성에 회의 인 의견을 피력

하 다.

국정부는 의 녹서에 한 국내무 원회의 보고에 한 답변서에서 생체정

보자동인식시스템 채택 계획이 재로서는 없지만 앞으로 그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국 개인정보보호 권 원은 이 답변서에 하여 입

장을 표명하면서 생체신분증을 도입할 경우에는 내무 원회의 권고를 따라 생체정

보를 보호하기 한 법률  조치를 취할 것을 구하 다.

한편, 자정부에 한 “ 자  방식에 의한 정부서비스 제공에 한 녹서(Green 

Paper on the Electronic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에서도 스마트카드의 보안

성 확보의 방안으로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한 언 이 있었으나, 국의 소비

자 회와 국립 소비자 원회는 이에 하여 우려를 표명하 다.  

   

5. 유럽연합의 생체정보보호에 한 라이버시보호지침

유럽연합(EU)은 2003년 8월 1일 채택된 ‘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306)
을 통

해서 생체정보보호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체정보와 생체정보로부터 추출된 템 릿  그 변형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

하고 있다. ②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 목 이 합법 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정

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목  이외의 다른 목 으로 생체정

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수 에 

부합하면서 생체정보의 수집  이용이 목 에 비하여 지나치지 않게 생체정보자동

인식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④ 생체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

, 정보 리자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이 생체정보의 

괴․일실․변경․ 출 등에 한 한 보호방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민감한 

306)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workingroup/wp2003/wpdocs03_en.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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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하는 생체정보는 그 지 않은 생체정보보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의 기

을 용해야 한다. ⑦ 앙집 식 데이터뱅크를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개발과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앙집 형 데이터뱅크의 사용과 련하여 이를 사용

하는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에 하여는 부당 근이나 다른 목 으로의 용 등

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 하여 개인정보보호당국의 사 검사를 받을 것

을 권고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의 국경통제강화 조치에 따라 유럽연합도 생체여권제도

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종 으로 유럽연합회원국은 독자 으로 자국민들

의 여권에 향후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유럽연합회

원국들은 생체여권도입에 한 합의를 보고 각국별로 그 사업을 이미 시작하 다. 

제6   결론: 공권력의 생체정보이용에 한 역감시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1. 공공부문에서의 생체정보이용에 한 법  규율의 기본방향

생체정보의 일부 특수성 때문에 생체정보보호에 한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는 

한편, 생체정보가 이용되는 역별로 해당 역을 규율하는 개별법(가령 여권법, 출

입국 리법, 형사소송법 등)에 특별 규율을 추가하여 생체정보 련 행정을 좀 더 

확실히 통제하고 규범의 명확성을 제고하여야 하는가?307) 

주요 국가의 입법례는 어떤 나라도 생체정보이용에 한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

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공․사 양 부문에 용되는 포 이고 

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국도 생체정보나 생체정보자동인

307) 생체정보 라이버시 룰과 일반정보 라이버시 룰의 근본 인 차이를 강조하면

서 생체정보와 련된 일반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이창범, 게논

문, 4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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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스템과 련한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려는 입법시도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확

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  부문에서의 생체정보의 이용이 형사소추와 련된 

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 인 이유는 생체정보도 

기본 으로 개인정보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는 유럽연합지침

이 가지는 법  구속력 때문에 비교  치 한 보호망을 펼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생체정보와 련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308) 

우리나라도 생체정보이용에 한 별도의 일반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새롭게 만들

어질 개인정보보호법을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지침이 요구하는 수 정도로 좀 더 

완벽하게 가다듬는다면 굳이 생체정보이용과 련한 특별한 규정들을 일반법에 추

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설사 향후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의 발 에 따라 추가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생체정보보호에 한 일반법을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일반

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문제는 재 공공부

문과 민간부분의 일반법 역할을 하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에는 무도 문제가 많다는 데 있을 뿐이다.309) 따라서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한 차

원의 특별한 입법  노력보다는 기존의 각 부문별 일반법들의 개인정보보호수 을 

제고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생체정보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이 일반개인

정보나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비해 몇 가지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생체표지의 측

정오차,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것을 검증 내지 식별의 표지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오

308)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82면도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을 통해서 생체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국의 개인정보보호

권 원도 국의 경우에도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로도 생체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H. Bäumler/L. Gundermann/T. 
Probst, 감정의견, 66면 참조.

309) 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 의 방향에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법제 화방안에 한 연구(국회사무처 법제실),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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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능성이 상존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생체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도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양심  이유 때문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

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편으로는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검증 

는 식별의 결과에 자동 으로 법  효과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운용자에게 생체정보를 이용한 검증이나 식별 차 이외의 다른 

방식에 의한 신원확인 시스템도 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별도

의 일반법을 만들어야 할 당 성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가령 생체정보를 이용한 

행정자동화가 진행될 경우 행정 차법 등에 특별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한 생체정보들  일부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주체의 고유식별자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만인부동 구불변하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일부 생체정보는 자체 민

감한 정보로 분류될 수도 있거나 그 자체로서는 민감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정

보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민감성을 띠는 생체정보들은 강도 높은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도 그에 상응하여 각별히 높은 보안기 을 충족하

여야 한다. 그러한 민감한 정보의 제공을 법 으로 강제하려면 요한 공익을 실

하기 하여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불가결하여야 한다. 그 지만 그와 같은 높은 보

안성이나 높은 수 의 정당화요건은 민감성을 띠는 일반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요구

된다. 따라서 원칙 인 조사 지, 외인정을 한 엄격한 요건, 고도의 보안요구 등

은 생체정보만의 특성은 아니다. 

오히려 생체정보도 개인정보인 한 그 이용에 한 법  규율도 부분 일반개인

정보의 이용에 한 법  규율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별도의 일반법은 일반개

인정보보호법과 많은 복을 래할 것이다. 

한편, 공권력이 생체정보를 항상 특별한 법  규율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일반법에 의거할 수도 있다. 그 지만 과제의 수행을 하여 항상 으로 생체정

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나 민감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율

을 개별법에 추가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개별

역에서 이를 규율하는 특별규정들이 해당 역을 규율하는 개별법에 추가되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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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한 상을 보여 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경찰법, 망명 차법, 

테러방지법 등 각 역별로 개인의 (생체)정보 이용과 련한 다수의 특별규정을 추

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결권을 실효 으로 보장하려면, 국가의 정보활동이 이루어

지는 역별로 특별한 법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련 국가활동을 분명한 기 에 

의하여 통제함으로써 정보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에게는 자신의 정보와 

련한 자결권을 효과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생체정보이용과 련된 법  규율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

에서 이미 공권력이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을 응용할 경우 수해야 되는 헌

법  정당화요건을 비교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핵심만을 정리하

는 것으로 결론을 신하고자 한다. 

(1)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투입은 정보의 보안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다수인들이 참여하고  참여가 강제되는 차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하

는 것은 개인정보자결권, 일반  인격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존엄권

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생체정보

를 강제 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사용을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역에 국한시켜야 한다. 

(2)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은 아직은 기술  한계 때문에 실제로 공공부문에 응용

할 수 있는 역이 제한되어 있다. 응용가능한 역에서도 생체정보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다른 방식의 신원확인시스템을 비하여야 

한다.

(3) 생체정보는 개인식별자로 활용되거나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용이나 출의 험에 해 철 히 비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응용이 불가피하더라도 시스템의 설계를 보다 생

체정보에 우호 으로 함으로써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개인들의 권리에 

한 침해의 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  비교의 거로 사용되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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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를 하나의 앙집 방식의 데이터뱅크에 모아놓을 것이 아니라 이용

자가 소지하는 카드에 장하여 직  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체정보를 암

호화해서 사용하는 템 릿 미사용 시스템과 같이 개인정보에 우호 인 시스

템을 개발․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생체정보의 처리에 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정보에 

한 통제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법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명시 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체정보의 주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생

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지되어야 한다. 이런 에서 정보주체들이 의식

으로 력해야 수집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기본권보호의 

에서 상 으로 우월성을 갖는다. 

(5) 독립 인 문가들에 의한 시스템운 에 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작동방식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6) 무엇보다도 공권력의 생체정보와 련한 활동들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 에 방 으로 효과 으로 통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

립 인 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별사건에서 사후구제 으로 작용하는 

감독기구는 부분 기술  문성이 결여된 개인의 소청이 있어야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은 히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침해에 

해 효과 으로 응할 수 없다.

(7) 과제의 수행을 하여 항상 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나 민

감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체정보와 련된 공권력의 활동을 규

율하는 특별규정을 개별법에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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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국가감시와 

라이버시 보호

제1   유비쿼터스와 국가감시

1. 유비쿼터스의 의의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라틴어로서 원래 ‘편재하다’ 는 ‘보편 으로 존재하

다’라는 뜻을 가진 신학상의 용어라고 한다. 신이나 물, 공기처럼 시공을 월해 ‘언

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것을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

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환

경 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 처럼 책상 에 고정되어 있는 PC에 유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뿐만 아니

라 휴 화, TV, 게임기, 휴 용 단말기, 카－네비게이터, 센서, 시계, 안경, 구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기기와 물체가 유․무선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구나 통신망에 속하여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출처: 네이

버 지식iN의 정보를 필자가 수정․보완).

유비쿼터스는 1988년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제조회사인 제록스에서 근무하던 마

크 와이 (Mark Weiser)가 ‘유비쿼터스 컴퓨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IT

분야의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 고, 1999년에는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무라카미 데

루야스 이사장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재해석되었다고 한

다. 당시 와이 는 유비쿼터스 컴퓨 이 메인 임과 퍼스 컴퓨터(PC)에 이어 

제3의 정보 명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 는데,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비쿼터

스 통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 다. 컴퓨터에 어떠한 기능

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동차, 냉장고, 안경, 시계, 스테 오장비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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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어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정보기술

(IT) 환경 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을 견한 것이다.

한편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이사장인 무라카미 데루야스는 1999년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유비쿼터스의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듬해 12월에는 노무라총합연

구소를 통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 다. 그는 유비쿼터

스 컴퓨 에서는 특히 네트워크가 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시의 네트워크 인 라 개

념을 더욱 확장시킨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를 제시하 다. 무라카미 이사장은 유

비쿼터스 네트워크를 3개의 단계 즉 P2P(Person To Person)단계, P2O(Person To Ob- 

ject)단계, O2O(Object To Object)단계로 나 고, O2O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

비쿼터스 컴퓨  시 가 도래한다고 견하 다. 

유비쿼터스화가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사무실, 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바다 한가운

데나 산 꼭 기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

퓨터 사용자의 수도 속도로 늘어나게 되어 정보기술산업의 규모와 범 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역통신과 컨

버 스 기술의 일반화, 정보기술 기기의 (低)가격화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아직까지는 유비쿼터스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범 한 유무선 네트워크의 구축, 센서 기술의 발

달, 단말기의 고성능화와 소형화에 힘입어 국내외 으로 많은 심을 끌고 있다. 휴

성과 편의성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

다는 장 들 때문에 유비쿼터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인 개발 경쟁  연구

의 상이 될 것으로 망된다.

2. 유비쿼터스와 유－시티

유－시티란 유비쿼터스 컴퓨 (ubiquitous computing) 사상과 기술이 모든 도시 시

설과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유－시티는 첨단 정보통

신 인 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시켜 새로운 공간개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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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휴먼 인터페이스 환경의 지능형 정보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유

－시티에서는 모든 지상시설물(도로, 건물,  등)과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지하철, 

지하매설물 등)에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용․ 목시켜 도시 인 라 체를 

네트워킹화하고 지능화․자동화한다. 따라서 혹자는 유－시티를 홈네트워크와 도

시네트워크가 일체를 이루는 통합 네트워크 공간이라고도 부른다.

[그림 6－1]  유－시티의 개념도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 한 도시 쾌 한 도시

U-City 개념도

ITS
(텔레메틱스)

도시통합정보센터

온라인 
금융

전자정부
(온라인행정)

E-Business 도시 포탈
서비스

DMB/Game

E-Learning
원격제어

(검침)

방범/안전 
모니터링

치안/보안관리
시설물관리 및

재해감시

통합 건강관리 응급구조

원격진료

토양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홈
네트
워크

초고속
인터넷

USN

GIS

휴대
인터넷

BcN

출처: 유－시티포럼 발표자료, 한국주택공사

유－시티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용함으로써 도시 인 라 스스로의 자율 인 상

황인지(Context Awareness)에 의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 인 도시 리, 인간 삶의 

안락․쾌 ․효율 등 시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복지수 의 획기  향

상  안 한 삶의 보장, 수  높은 기업환경의 제공, 도시 인 라의 리능력 강화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신시킬 수 있는 차세  정보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유－시티는 단지 발 된 주거 공간  개념의 신도시를 뛰어넘어 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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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기반으로 인간의 삶에 질  환을 가져오는 문화양식이며, 편리함과 풍요로

움을 넘는 새로운 복지 공간이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결합하는 신도시이며, 인간

과 기술이 소통하고 만나는 장을 의미한다고도 한다(김문구, “유비쿼터스 시 의 새

로운 도시: u-City”, 국회도서 보 ’06. 6월호).

한마디로 유－시티는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과 서비스의 총체이며 유비쿼터스 

사회의 이상이 실 된 실의 도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시티가 

일반화되면 유비쿼터스 사회가 된다.

3. 유비쿼터스와 국가감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 는 칩)는 모

든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어 보이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컴퓨터들을 통하여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스스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컴퓨터들이 상호간에 연

결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의 수집과 활용도 사람간(P2P) 는 사람과 사물간(P2O)의 

계에서 사물간(O2O)의 계로 바 고 사물들이 시스템을 자율 으로 리하게 

된다. 

이용자들이 의식하지 않고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해서는 

시스템이 칩, 센서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이름, 치, 시각(time), 주변의 객체 등의 

상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유비쿼터스에서는 시스템이나 인 라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 로 하여 추론과 의사결정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인지 기

술’(Context Awareness)과 의식하지 않고도 컴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조용한 기술’(Calm Technology)의 구 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의 이런 특성 때문에 유비쿼터스 서비스 혹은 유－시티 

서비스가 실 으로 실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라이버시 문제이

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도처에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을 통해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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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정보가 시시각각 어딘가에 수집되고 축 되며 

이용된다. 이 게 감시․수집된 정보들은 감시․수집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들 

정보가 실수나 악의 인 공격에 의해서 유출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라이버시 

문제를 래할 수 있다.

한 유－시티는 본질 으로 편리함과 편안함, 안 함과 쾌 함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범 한 국가감시를 수반하는 공공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게 된

다. 특히 유－시티 내의 각종 인 라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설치가 상되고 

있는 ‘도시통합 리센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추 을 통해 수집된 다

양한 정보들을 집 해서 리하고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시티에

서는 국가감시가 일상화 되고 보편화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게 수집된 정보들

이 공유됨으로써 정치보복, 범죄수사, 세무조사, 인신공격, 박․테러, 스토킹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2   유비쿼터스 기반기술과 라이버시

1. 유비쿼터스 기반기술

서로 다른 사물  기기들 간의 자유롭고 끊김이 없는 연결과 통신은 유비쿼터스 

는 유－시티 환경 구 을 한 가장 기본 인 기술  제조건이다. 이러한 통신환

경을 구 하기 해서는 유선망과 무선망, 방송망과 통신망, 칩과 센서 네트워크 등 수

많은 망의 연결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끊김 없는 통신환경을 통해 단말기와 디바

이스 그리고 가 기기들이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들의 

첨단기술이 컨버 스 형태로 융합되고, 고속통신망, 역 유무선통신망(BcN) 

등 정보통신인 라를 비롯하여 물리  공간과 자공간을 연결하는 SoC(System on 

Chip), IPv6 등 보다 범 한 첨단기술들이 유비쿼터스의 기반을 구성하게 된다. 

일반 으로 이상의 유비쿼터스 기술은 크게 1) 센서기술, 2) 유무선 네트워크기술, 

3) 어 리 이션 기술, 4) 랫폼  보안 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센서기술은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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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 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인지하고 변화를 악하는 기술이다. 사람과 사물의 치, 움직임을 악하며 온도, 

습도, 속도, 변화과정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네트워크기술은 센서와 정보기기

를 연결해주는 기술로서 도시 내의 모든 센서와 정보기기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

해 하나로 연결된다.

어 리 이션기술은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각종 정보기기를 제어하고 

리하는 소 트웨어 기술을 말하며, 랫폼기술은 다양한 센서와 기기들을 효과

으로 리․운 하기 한 공통의 랫폼기술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안기술은 유

비쿼터스 네트워크상에 유통되거나 장된 정보를 보호하기 한 기술이다. 특히 

유비쿼터스에서는 많은 개인정보들이 수집․ 장되고 보안이 취약한 무선망을 통

해서 송되기 때문에 정보보호기술이 무엇보다 요하다. 아래는 유비쿼터스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기술과 센서기술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표 6－1>  유비쿼터스의 기술  요소

구 분 주요 기술 특  징

통신

인 라

(네트워크기술)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한 차세  통합 네

트워크로서, 단말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고속인터넷과 방

송이 가능한 서비스임. 기존 화망과 달리 화를 비롯해 인

터넷방송 등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IP)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품질을 보장하도록 만든 차세  통신망임

Wibro
(wireless broadband); 

와이 로

2.3GHz 역의 주 수를 이용하며, 시속 60km 이상의 이동성

과 1Mbps 의 송속도를 제공하는 휴  인터넷 서비스임. 와
이 로의  달 거리는 최  48km 정도로, 핫스팟 지역에

서만 사용이 가능한 무선랜 는 Wi-Fi 보다 서비스 반경이 10
배 이상 넓음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

성한 네트워크를 지칭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 활동, 
사무활동 등 생활에 련된 모든 것들에 자태그를 부착해 이

를 네트워크화하여 실시간 정보 달로 생산활동을 인지  

리하는 기술임. USN은 유비쿼터스기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실지 세계의 각종 사물들과 물리  환경 반에 걸쳐 컴퓨터

들이 편재하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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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기술 특  징

통신

인 라

(네트워크기술)

WLAN
(Wireless LAN)

무선 LAN은 유선 LAN이 설치되기 어려운 장소에 도입되기 

시작하 으나 처음에는 많은 기투자비용과 느린 속도로 인

해 리 이용되지 못하 음. 그러나 IEEE 802.11 MAC (Media 
Access Control) 로토콜과 2.4GHz 역의 IEEE 802.11b와 5 
GHz 역의 802.11a 송표 이 정의되고 상용화됨에 따라 

리 사용되기 시작하 고, 재는 54Mbps의 데이터 송이 가

능한 무선 LAN 기술이 가능해짐

FTTH
(Fiber to the Home)

각 가정까지 직  이블을 속하여 가입자당 어도 

10MBps의 역폭을 보장하는 기술임. FTTH를 통해 이블 

한 가닥으로 TV방송, 고속인터넷, 인터넷 화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됨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기존의 력 송배  선로를 이용해 유선 통신을 하는 방식임. 
통상 50～60Hz의 교류 선로 상에 아날로그 신호를 포개 놓음

으로써 음성과 데이터를 송하는 방식임

Bluetooth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린터, 휴 폰, PDA 등 

정보통신기기는 물론 각종 디지털 가 제품을 물리 인 이

블 속 없이 무선으로 연결해 주는 근거리 무선 속 기술임. 
2.4GHz 주 수 역에서 1MHz 역폭의 채  79개를 1 에 

1,600회 채 을 바꾸는 주 수 도약방식(FHSS)으로 송수신함. 
근거리, 일 다, 음성과 데이터 송을 한 무선방식으로 보

통 10m에 이르는 거리내의 단말간 통신이 가능함

Zigbee

속 송속도를 갖는 홈오토메이션  데이터 네트워크를 

한 표 기술로서 IEEE 802.15.4 TG에서 물리계층과 MAC의 표

화가 진행되고 있음. 듀얼 형태로 주 수 역은 2.4GHz 
868/915MHz를 사용하고, 직 확산방식(DSSS)을 통해 20kbps～ 
250kpbs까지의 속도 확보가 가능함

UWB
(Ultra Wide Band)

UWB기술은 500MHz 이상의 매우 높은 역폭에 걸쳐 낮은 

력 도의 스펙트럼으로 분산시켜 송/수신함으로써 별도의 허

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고속 데이터 송방법임. 특히 

400Mbps 이상의 고속 송속도를 사용하는 기존의 유선장비

를 무선으로 체할 수 있으며, 회로구조가 간단하여 가격이 

렴하고, 기존 휴 폰에 1/5 수 의 력으로 동작할 수 있으

므로, 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캠코더, 빔 로젝트 등을 

한 고속 WPAN(Wireless Personal network)기술로 발 할 것

으로 망됨

첨단

컴퓨  기술

(센서기술)
Sensor

사람으로 말하자면 감각기 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

자로 상물의 상태를 악하고 기신호로 달하는 것이 일

반 임. 종류로는 빛 센서, 온도 센서, 가스 센서, 압력 센서, 
자기 센서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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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기술 특  징

첨단

컴퓨  기술

(센서기술)

SoC
(system on a chip)

SoC는 한 개의 칩 상에 완 한 구동이 가능한 제품, 즉 시스템

이 들어있는 것을 말함. 컴퓨터가 명령어를 처리하기 해 필

요한 모든 하드웨어 컴포 트를 하나의 칩 상에 포함하고 있

는데 비해, SoC는 그 컴퓨터와 함께 필요한 모든 부수 인 

자 부품들을 포함함. 를들어, 통신에 사용되는 SoC에는 마이

크로 로세서, DSP, 램과 롬 등이 함께 포함될 수 있음. SoC을 

이용하면 일반 으로 시스템의 크기가 작아지며, 조립 과정도 

단순해짐

RFID 
(Radio frequency 

dentification: 식별), 
Tag

RFID는 물체나 동물 는 사람 등을 식별하기 해 자기 스

펙트럼 부분의 무선 주 수 내에 자기 는 정 기 커 링 

사용을 통합시킨 기술임. RFID는 일반 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안테나, 트랜시버(흔히 독기에 통합된다), 그리

고 트랜스폰더라고도 불리는 태그가 그것임. 주  RFID 시
스템(30kHz～500kHz)은 약 1.8m 이하의 짧은 송 역에서 

사용되며, 고주  RFID 시스템(850MHz～50MHz  2.4 GHz～
2.5GHz)은 27m 이상의 먼 거리의 송 능력을 제공함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6는 IPng(IP Next Generation), 즉 차세  IP라고도 불리고 있

다. IPv6가 재의 IPv4와 크게 다른 은 IP주소의 길이가 32
비트에서 128비트로 늘어났다는 것임. 이에 따라 거의 무한

의 주소 제공이 가능함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성 치 확인 시스템

GPS는 1970년  미국 국방부가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치를 

측정하기 해 개발된 군사 목 의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민간

에 개방되어 많은 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치를 측정하기 

해서는 동시에 최소 4개의 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야 함. 
재 24개의 GPS 성(실제로는 보충 성 3개 포함 27개)이 서

로 다른 궤도로 지구 기권을 회 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성신호를 받고 있음

Embedded SW

임베디드SW란 PC이외의 장비에 사용되는 칩 속에 내장되는 

소 트웨어를 말함. 임베디드 시장은 자동차, 에어컨, 공장 자

동화 장비에서부터 TV 셋톱박스, 휴 폰, 핸드헬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포 하고 있음. 유비쿼터스 도시 

환경에서 수많은 임베디드 칩들이 가능하기 해서는 력 소

모가 고, 가격이 렴하며, 특정 임무 수행에 합하도록 개

발해야 함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는 반도체 칩에 내장된 센서, 밸 , 기어, 반사경, 그리

고 구동기 등과 같은 아주 작은 기계장치와 컴퓨터를 결합하

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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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버시 에서 본 유비쿼터스기술의 특징

감시기술의 진화․발 과 용량의 동 상 정보도 무리없이 송수신할 수 있는 통

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들의 삶을 획기 으로 편리하고 안 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유비쿼터스 기술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험과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장 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포하고 있는 엄청난 라이버시 험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인

류는 그 편익 이상의 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기존의 정보

사회와는  다른 사회이다. 유비쿼터스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는 본질 으로 감

시와 추 을 제로 한다. 감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 인류

가 차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해 무감각․무 심 해지

고 있다는 것은 미래사회에 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라이버시 보호의 에서 

보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가. 은익성

유비쿼터스에 한 명제의 하나로 ｢모든 사물에 칩(컴퓨터)이 깃든다｣라는 말

이 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사회는 수많은 종류의 컴퓨터와 정보기기들로 구성되

지만, 일반시민이나 소비자, 근로자들은 진작 이들 정보기기들의 존재 자체를 의식

하지 못한 체 오로지 그 결과만을 이용하게 된다. 즉 수많은 단계에서, 수많은 정보

기기들의 감시와 추 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지만, 일반 이용

자는 그 같은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 굳이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기, 가스, 수도를 사용

하면서도 이들 서비스의 생산․공 과정은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유비

쿼터스에서는 부분의 감시 장비와 장치가 사물 속에 은익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자기통제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설사 이용자가 감시장비의 존재를 인식한다

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무 소형이거나 사용이 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일일이 사

에 감시 장소와 목 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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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 성

유비쿼터스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보기기 간 

는 센서와 정보기기 간에 끊임없는 인터페이스(Seamless Interface)가 반복된다. 즉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칩이 내장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며, 이들 칩과 카메라는 유․무선으로 통신 네트워

크와 연결되어 사람, 물건, 시설물, 환경 등의 상태․이동경로․ 치 등을 실시간으

로 상시 감시․추 하게 된다. 잠자리에서는 원격으로 모니터링되는 건강체크기나 

심장박동기로, 출퇴근 길에는 텔 매틱스 서비스와 수많은 교통감시카메라로, 회사

에서는 도처에 설치된 출입체크기와 업무용PC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퇴근 후 TV를 

시청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쇼핑을 할 때에도 항상 군가에 의해서 는 무엇

인가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추 당하게 된다. 유비쿼터스는 24시간 피할 수 없는 감

시사회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휴 용(portable) 리더기 는 감시기기의 보 과 사

용이 보편화되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가 가능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역은 속도로 좁아지게 된다.

다. 축 성/연동성/집 성

반복 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유비쿼터스 공간 어딘가에 디지털 

형태로 장되고 축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에서는 감시의 활동 공간도 넓어 세

계가 감시의 상이 될 수 있으며, 고정되어 있는 상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동 인 상에 한 정보도 언제든지 수집되고 장될 수 있다. 이 게 수집된 정보

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른 정보들과 결합, 조합, 매치되어 보다 정확하고 

풍성한 종합정보로 재탄생될 수 있다. 도처에서 수집된 정보로 개인의 로 일화

가 훨씬 쉬어지며, 검색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검색능력도 지 보다 히 향상될 

것이다. 정보의 축 과 장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훌륭한 선물  하나인 

“망각”이라는 명약을 빼앗아 가버리는 꼴이 된다. 인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거

의 사소한 것들은 잊게 마련이지만 유비쿼터스 기술은 그러한 자연  상마 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유비쿼터스 기술로 수집․축 된 정보는 가 일부러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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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유비쿼터스 공간 어딘가에 남아 끊임없이 과거를 상기시킴으로써 정보

주체에 하여 불필요한 심과 오해를 낳거나 정신  고통을 가져다  수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게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수집․ 장된 정보들이 DB 

연동이나 연계를 통해 정보주체에 한 거 한 기(傳記) 는 이력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이다.

라. 노출성/취약성

유비쿼터스는 유무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무선네트워크에 한 의존도가 지

보다는 히 증가한다. 무선통신은 유선통신에 비하여 상 으로 보안이 취약하

다. 컨  무선네트워크에서는 정보기기 간에 속을 하여 주고받는 속정보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경우 구든지 쉽게 다른 사람의 정보기기에 속하여 정보를 

도․감청하거나 장되어 있는 일을 복사하고 삭제할 수 있다. 속정보를 암호

화한 경우에도 보 인 수 의 해킹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암호를 풀어 보

안을 해제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 RFID도 칩과 리더

기 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아니하면 굳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해킹하려

고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연하게 발생하는 주 수의 일치로 본의 아니게 다

른 사람의 정보를 엿볼 수 있게 되며 사소한 기술  결함에 의해서도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 와이 로, 무선 랜, USN, 블루투스 등이 기본 으로 모두 이런 문제 에 

취약하다. 무선통신이 아니라도 유비쿼터스에서는 정보의 수집․ 송․ 장 행

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되거나 침해받을 험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발 하면 할수록 기술발 과 정보화에 반

하는 세력들에 의한 사이버 테러도 잦아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유비쿼터

스 공간을 오고가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한다는 것은 기술 ․경제 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의 정보보호기술로는 해커나 기술진보 항세력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막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 정보주체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혜택을 

리는 신에 개인정보의 노출과 라이버시의 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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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컨버 스화

두 가지 이상의 이종 기술이나 성능 는 제품의 특성이 하나의 제품에서 통․융

합되거나 합쳐져서 실 되는 기술 상을 가리키는 컨버 스(Convergence) 혹은 하

이 리드(Hybrid)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다른 특징이다. 컨  생활필수품처럼 되

어버린 휴 화는 비록 IT기술의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미 많은 기술들이 컨버 스를 이루고 있다. 즉 이동통신용 단말기로 시작한 휴  

화기는 이제 통신기능뿐만 아니라 자수첩, MP3,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휴 용 

외장 메모리, TV,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종합 으로 제공하고 있다. IPTV 등 방송

과 통신의 융합도 그 하나의 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IT(정보기술), BT(생명

공학), NT(나노기술) 등 다양한 형태들의 첨단기술이 컨버 스화하여 단말기뿐만 

아니라 센서 등의 감시기기, 리더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검색장치 등 여러 

역에서 컨버 스화가 진행될 것이다. 컨버 스화에 의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은 증

되지만, 상 으로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 험은 더 커진다.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기 하여 불가피하게 여러 사업자 간에 개인정보의 공유 는 이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불필요하게 제3자가 끼어들어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이 이루어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제3   유비쿼터스의 감시 유형과 특징 

산업사회 는 정보사회에서는 주로 부정  의미로 들리고 사용되던 “감시”라는 

단어가 유비쿼터스에서는 정 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컨  유비쿼터

스 기술 찬론자 는 옹호론자들에게 있어서 감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

하게 지켜주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보장하기 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른바 ‘따뜻

한 디지털’, ‘따뜻한 IT’의 로 갠다(Propaganda)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감시의 범

도 확 되어, 통 으로 감시는 국가감시가 주를 이루었고 특정인․특정환경에서

만 이루어졌으나 유비쿼터스에서는 감시가 모든 국민에게 일반화․보편화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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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기업감시와 개인감시도 다반사로 행해진다. 

1. 국가감시

시 를 막론하고 국가는 국가안보, 치안유지 등을 해 감시활동을 해왔다. 특히 

냉  시기나 정치 으로 암울했던 시기에는 국가의 고유목  수행을 한 감시 외

에 정권유지나 체제유지를 한 목 으로도 감시가 남용되어 정치사찰이 범 하

게 행해졌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감시라는 단어만 들어도 주 이 들고 움츠려든

다. 그러나 냉 체제가 무 지고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젠 

모든 국민들이 표 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드러난 정치사찰은 많이 어들었다고 하나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한 불법 인 통신감청은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온 것으로 밝 지고 있다. 한,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의 이용 확산과 정보통신기기의 보  확 에 따른 역기능 방지

(타인의 명 훼손, 작권 침해,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출 등), 보안능력 검, 범

죄 수사  방, 환경감시, 교통법규 반단속 등 다양한 목 으로 ‘국민 ’에 

한 국가감시는 이 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유비쿼터스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 ․강화시킬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실로 실 된 유－시티에서의 개인의 지 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로 락한다. 유－시티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발 인 보호자, 후견인, 보

디가드가 된다. 개인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를 해 유－시티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는 상 없이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개인은 유리 어항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투명한 존재이다.

개인은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 하지만 반 로 어떠한 잘못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시 감시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건, 사고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처에 숨겨진 센서와 카메

라에 의해서 사고의 잘잘못과 원인이 기계 으로 단될 것이다. 기계에 의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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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는 기계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으로 신뢰를 받을 것이며 개인은 아무

리 무죄를 주장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 증인의 증언보다도, 문가의 감정보다도, 피

해자의 진술보다도 센서나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모든 것을 단하고 결정

해 다. 기술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혹자는 개인에 의한 감시와 국가에 의한 감시를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범죄 방, 

재난방지, 사고 방, 교통제어 등을 목 으로 하는 국가감시는 국가기 이나 그 

리인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남용될 험이 없어 안 하다고 한다. 국가감시는 

이처럼 종종 선량한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 감시는 감시일 뿐이다. 그 목 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감시는 항상 

악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감시의 주체가 국가일수록 더욱 험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많은 국민들은 국가에 의한 감시는 안 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범죄 방(?) 목 으로 도심 주택단지나 아 트단지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CCTV

가 그 하나의 가 될 것이다. 분석에 의하면 CCTV의 설치가 없거나 서,  에 불

과한 서울의 강북지역에서는 최근 범죄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거리 곳곳에 수

백 의 CCTV가 설치된 강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범죄 발생률이 매년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06. 10. 31). 서울의 표  부 이라는 

강남의 지역  특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범죄를 유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

능하겠지만, CCTV가 범죄는 방하지 못한 체 애꿋게 오가는 주민들의 행동만 감

시한다는 비난을 받기에는 충분한 자료이다. 범죄 방보다는 수사편의를 해서 모

든 주민들을 범죄자로 취 하고 있다는 비 이 설득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그 게 수집한 정보의 안 을 가 보장할 것인가? 정치  배후세력

에 의하여 녹화 테잎이 도난당하거나 강탈당할 수도 있고 내부자에 의해서 은 히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정치사찰의 시 가 올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정치사찰이 경찰이나 기 원

에 의한 불법 인 도․감청이나 인  추 (미행, 잠복감시 등)에 의한 감시이었지

만, 유비쿼터스 는 유－시티에서의 정치사찰은 그보다 훨씬 은 하고 포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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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다. 유비쿼터스에서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우리가 주고받은 말과 언행, 과 

편지가 합법 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 기사나 기고를 통해서, 발표나 인터뷰를 통해

서, 이웃의 제보나 공개를 통해서, 송․보   정보의 우연한 유출이나 노출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은 유비쿼터스 공간 어딘가에 흔 을 남기게 된다. 감시자는 그 

정도의 정보만 수집해도 개인을 충분히 조종하고 박하고 통제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우리가 만끽했던 자유도 잠시, 개인의 삶에 한 주도권이 개인에게서 다시 국

가에게로 넘어갈지 모른다.

2. 기업감시

유비쿼터스에서는 국가에 의한 감시 이상으로 기업에 의한 감시가 일반화․일상

화된다. 기업들은 내부 으로는 업비 보호 등을 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외

부 으로는 고객 계경 (CRM) 등을 해 소비자를 감시한다. 근로자나 소비자에 

한 기업들의 감시행  는 정보수집 행 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서도 있어 왔

다. 백화 , 슈퍼, 할인매장, 은행에서 감시카메라는 하루 종일 돌고 있고, 콜센터에

서는 부분의 상담내용이 소비자도 모른 사이에 녹음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 

는 정보사회에서의 감시  정보수집이 근로자 는 소비자에 한 단편  정보

의 수집에 그치고 폐쇄 인 데이터베이스의 운 방식이었다면, 유비쿼터스에서는 

범 하고 다차원 인 감시와 정보수집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와 

련된 시스템들도 통합과 연동을 모색함으로서 량의 정보유출이 우려된다. 기업

에 의한 데이터의 축 과 집 이 단순히 CRM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에 의한 소비

자의 지배를 낳을 지도 모른다. 사업자들 간에 까다롭거나 신용력이 낮은 소비자들

의 블랙리스트를 리․운 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

업자가 소비자를 선택하는 역 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유비쿼터스에서는 기업들의 상품 구성  리가 지 까지와는  다른 모습으

로 나타날 것이다. 가 제품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원격 조정, 제

어  검이 가능하도록 여러 형태의 칩이나 센서 는 IPv6체제의 인터넷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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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될 것이다. 재 기업들이 상용화를 비하고 있는 원격검침․원격제어․원격

수리․출입문제어․홈네트워킹․IP－미디어 등의 u-Home(가정) 서비스를 비롯하

여, 헬스 어․원격검진․원격의료/치료․원격처방․원격응 조치․u－가정간호 

등의 u-Health(건강) 서비스, 텔 매틱스 서비스, e-Learning(학습) 서비스 등은 서비

스의 기본 인 구조가 모두 련 제품이나 이용자에 한 원격 제어 내지 조정을 

제로 한다. 이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한, 는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소비

자는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포기한 것이나 같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한 생활용품

을 마음 편하게 버리지도 못한다. 우연히 버려진 생활용품을 통해서 자신의 사생활

이 새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유비쿼터스에서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일 것이다. IT와 BT․NT의 융합, 온라인과 오 라인의 융합, 물품과 서비스의 

통․융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컨버 스 상품 는 서비스가 개발․공 될 것

이다. DMB, IPTV, 와이 로, 텔 매틱스 등과 같은 일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는 

이미 서비스가 제공 이거나 시범사업이 진행 에 있다. 일상의 생활용품들이 

부분 IT를 공통의 기술로 하여 컨버 스화 함으로써 소비자 는 이용자의 사생활

이 노출될 기회가 확 되고 사업자는 소비자와 직  통신할 기회가 늘어난다. 개인

용 컴퓨터(PC)와 휴 단말기 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자동차, 자시계, 가정용

화 등을 포함하여 모니터나 음향장치가 포함된 제품이라면 거의 모든 생활용품이 

통신매체가 되고 기업에 의한 고 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기업의 업비 이나 내부의 치부가 각종 통신매체를 통

하여 외부로 유출될 험이 커진다. 한 사무환경이 첨단 정보기기로 채워짐에 따

라 근로자들이 업무에 념하지 못하고 오락, 웹서핑 등 사 인 활동에 시간을 낭비

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더 근로자들에 한 통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재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자우편, 메신 , 인터넷 속 등의 활동

을 상시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목 으로 RFID, 스마트

카드, 지문인식 등을 이용한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CCTV를 이용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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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감시는 무 고 인 방법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감시

의 목 을 업비  보호와 회사재산 보호에 두고 있지만, 실재로는 근로자감시가 

근로자에 한 근태 리 목 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유비쿼터스에서는 두 가지 에서 기존의 근로자 감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유비쿼터스에서는 생산, 유통, 보 , 매 등 모든 단계가 원격으로 

리된다. 따라서 당해 제품에 한 추 과 정보의 수집․ 리가 곧 당해 제품을 

취 하는 모든 근로자에 한 추 과 정보의 수집으로 이어진다. 그 밖에 운행 인 

차량에 한 추 과 차량운행정보는 운 자 는 탑승자의 사생활 정보가 되고, 근

로자의 휴 화나 노트북 컴퓨터에 한 치추 은 근로자에 한 추 이 된다. 

둘째로, 유비쿼터스에서는 이른바 tele-Work(텔 워크) 는 u-Work(유－워크)가 

부상을 한다. u-Work는 환경보호, 에 지 약, 교통체증완화, 방재효과, 회사의 고정

비 감소, 출산장려, 여성․장애인․노약자의 취업기회 확 , 복지수요의 증  등 다

양한 장 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 으로 집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회사 

밖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 근태 리, 근로자가 취 하는 정보에 한 보안 등

을 이유로 근로자에 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3. 개인감시

유비쿼터스에서는 구나 한 두개 이상의 감시장비를 소지하게 된다. 개인이 소

지하는 휴 용 기기들은 부분 카메라 기능과 녹음․녹화기능을 가지게 된다. 개

인은 촬  장면이나 녹음 내용을 즉석에서 다른 사람에게 달하거나 계할 수 있

다. 포터블, 모바일, 와이어리스(무선)를 강조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특성상 유비쿼

터스 네트워크는 보안상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해커가 아닌 개인에 의한 

정보 침해, 도 행 가 늘어날 것이며, 의도 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읽어 들이

기 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 는 리더기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다. 개의 개인은 정보기술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설사 손쉬운 해킹방

지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오히려 그런 기술을 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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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집이나 농장 주변에 사 으로 설

치하는 각종 감시카메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지나가는 행인의 라이버시가 침해받

을 수 있고, 그 같은 감시행 가 재산이나 생명의 안 을 보호하기 한 수 을 벗

어나 즉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서 행사될 수도 있다.

4. 감시의 상품화

유비쿼터스에서는 감시를 상품화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미 일부 이동통신사가 

휴 화 치정보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자동 으

로 SMS 메시지를 송하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 국에서는 어린 아이의 

신체에 RFID칩을 이식해 어린이들의 유괴나 납치에 처하는 미아방지상품도 팔리

고 있다고 한다. 일반 으로 치정보에 기반을 둔 사업들은 부분 감시를 상품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4   유－시티와 국가감시

1. 유－시티 추진 황

우리나라는 재 신도시, 행정 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등 30여개의 

규모 도시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바야흐로 도시개발 성기에 다다른 느낌이

다. 역사상 이런 도시건축 부흥기에는 세계 인 문화유산이 많이 탄생했다고 한다

(이규인, 2006. 6. 8자 국민일보 칼럼). 재 이들 신도시가 공통 으로 지향하는 목

표는 모두 지속가능하고 살기편한 도시, 인간 심의 도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

로 하는 도시, 안 과 쾌 을 시하는 도시, 모든 도시기능이 막힘없이 순환되는 

효율 인 기능 도시이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를 실 시켜  수 있는 만능의 해결

책으로 등장한 것이 유－시티이다.

국내 표 인 민간연구기   하나인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는 2015년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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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인천시 인구와 비슷한 수 인 230여만명이 유－시티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 재 유－시티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행정 심 복

합도시, 화성 동탄, 성남 교, 주 운정, 수원 교, 서울 상암, 아산 탕정, 용인 흥

덕, 인천 송도, 경남 양산 등 신도시의 개발 일정을 감안할 때 2015년께쯤 유－시티

에서 생활하게 될 체 신도시 인구를 기 으로 추산한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재 계획 이거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체 유－시티의 면 이 약 10억평에 이

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 6－2>  국내 u-City 추진 황

직  수요도시

신도시

경기시화지구, 경기수원이의, 경기성남 교, 경기수원 교, 경기 주운정, 경기

화성동탄, 경기양주옥정, 경기김포, 경기남양주별내, 경기고양삼송, 충남아산, 
서남부

신도시 수도권․충남․ 을 제외한 국 10개 시․도

행정도시 충남 연기군, 공주시

기업도시 강원원주, 남무안, 남해남/ 암, 북무주, 충북충주, 충남태안

뉴타운 서울 22개 지역

경제자유구역 경남진해, 인천송도 청라 종, 남 양

잠정 수요도시

지역특화

발 특구

강원원주(첨단의료건강), 경남산청(약 연구개발), 경남창녕(외국어교육), 경북

양(반딧불이체험), 구 구(한방), 부산해운 ( 상컨벤션), 인천서구

(외국어교육), 남순천(국제화교육), 남여수(오션리조트), 북고창(경 농

업), 북고창(복분자제조), 북순창(장류제조), 북익산(한양방의료연구), 
제주마라도(청정), 충남 산(인삼헬스 어), 충북제천(약 웰빙특구)

신활력지구 국 70개 시군구

신클러스터
덕연구단지,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주, 원주, 군산/군장, 주 LCD, 

수원삼성 자,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유－시티 건설에 가장 심을 보이고 있는 쪽은 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갈수

록 치열해지고 있는 외국기업 유치경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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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이기 해 일부 역․기 단체가 유－시티 건설에 뛰어든 가운데 국 주

요 도시로 확산될 망된다. 재 약 20여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활발하게 

유－시티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부분 할구역 내에 조성될 유－시

티를 선정하고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시티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투자  정부지원을 한 각종 자 조달계

획을 작성하는 등 구체  단계에까지 이른 곳도 있다.

가. 앙정부부처

앙부처들 에서는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가 유－시티 건설에 

극 으로 뛰어들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I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

는 목 으로 2004년 수립된 이른바 ‘IT839 략’을 u-IT 개념으로 확 하고 2007년도 

정보화 진시행계획을 u- KOREA 건설에 을 두고 있다. 2005년 10월에는 건교

부와 유－시티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하 다. 건교부 역시 행복

도시, 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신도시를 유－시티로 건설하여 사회간 자본을 

확충하고 도시의 품격도 높인다는 계획 아래, 가칭 ｢u- City 건설지원법｣의 제정을 

추진 이다. 2005년 11월에는 각계 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u-City 심포지

움’을 개최하기도 하 다.

이들 두 부처보다 더 바쁜 곳이 행정자치부이다. 행자부는 지역주민에 한 정보

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를 목 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 제14회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07년 지역정

보화 진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향후 으로 추진할 지역

정보화사업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들고 있다. 행자부는 u－지역정보화사업을 보

다 강력히 추진하기 해 가칭 ｢지역정보화 추진  지원에 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이며 동시에 가칭 ‘u지역정보통합센터’와 지역정보화 진기 의 설치도 추

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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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법, 제정단계부터 ‘하자’ 문
[ 자신문 2006-08-11 08:23]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조합이 추진 인 ‘지역정보화 진  지원에 한 법률(안)’ 제
정이 기존 법안과의 상충  기  설립 강행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계당

국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서 지자체는 ‘지역정보화 기본․시행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이 같은 조항은 기존 정보화 진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어 일선 지역자치단체

의 정보화 담당자들에게 이  부담이 된다는 지 이다. 11조 1항에 명시된 ‘정보화책임 ’
의 구성․운용 역시 이미 정보화기본법과 자정부법 등에서 CIO의 지정 운용을 명문화하

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제23조 1항에 따르면 ‘지역정보화 진기 ’이 새로 만들어져 

운용된다. 하지만 이는 각종 기 의 폐지․축소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

는 조치로 향후 기획 산처 등과 정책  마찰이 우려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들 3개 부처는 각기 나름 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분야에

서 이니셔티 를 쥐고 역할을 분담해 유－시티 건설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처간 복투자와 역다툼이 

치열하다. 건교부의 ｢u-City 건설지원법｣과 행자부의 ｢지역정보화 추진  지원에 

한 법률｣의 제정 추진이 그 고,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

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u지역정보통합센터’가 한 그 다.  법률 모두 독자 인 

기 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유－시티는 신

도시 건설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인 라 구축이 심이고, 행자부의 u－지역정보화 

사업은 기존의 자정부 서비스와 지역정보화사업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융합

으로 질 높은 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 이라고 하지만, 구체 인 시행사업

에 들어가면 양쪽 모두 신도시에 집 되어 있어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지방자치단체

2004년 8월 창원시가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에 국내 최 로 유비쿼터스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김해시도 2005년을 유비쿼터스 시 로 환하는 원년으

로 설정, 용역비 1억2,000만을 들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한 정보 략용역을 

문업체에 의뢰해 유－시티 건설 추진방안을 마련 이다. 양산시도 오는 2010년

까지 ‘유－시티 양산’ 실 을 목표로 각종 지상  지하 시설물에 한 정보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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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화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사업에 이어 교통․환경․교육․의료 

등의 각종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도시정보시스템(UIS)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밖에 주 운정, 수원 교, 성남 교 등의 신도시가 유－시티로 건설될 계획이다.

역자치단체로서는 부산시가 최 로 2005년 5월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도

시 유비쿼터스화 로젝트인 ‘부산 유－시티(U-City)’ 건설을 한 마스터 랜과 실

행계획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경북도 역시 김천시 남면 농소면 일  170여만평에 

건설하는 신도시를 주거생활은 물론 비즈니스, 공공분야 등 분야에 걸쳐 유－

시티로 건설키로 하 다. 주 역시의 경우 유－시티 건설을 한 구체 인 로드

맵 등은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유비쿼터스 인 라의 도입 방침을 정하고 10  

련 략사업 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재 국의 지자체가 유－시티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부산, 양산 등을 

제외하고는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심으로 유－시티를 추진하고 있으

며 지역 으로도 서울․경기 지역과 경상 남․북도에 치 되어 있어 지역간 산업

화 격차에 이어 다시 정보화 격차가 우려되고 있다.

다. 사업자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유－시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쪽이 바로 련사업자들이

다. 유－시티 련 산업으로는 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의 건설사업자와 한

국통신, SK Com- munications 등의 통신사업자 그리고 삼성SDS, LG CNS 등의 

SI/NI사업자 등이 있다. 이들 사업자는 사내에 유－시티 건설 담부서를 운 하면

서 지방자치단체와 앙정부를 상 로 극 인 마 을 벌이고 있다. 컨  KT

는 2004년 7월 사내에 유－시티 사업을 담할 ‘U-City 추진단’을 발족하고 인천 송

도, 용인 흥덕, 부산 역시 등과 유－시티 구축을 한 사업 력  양해각서를 체

결하 고, 년말까지 6  역시를 심으로 20여개의 유－시티를 건설한다는 목

표 아래 지역별 특성에 합한 유비쿼터스 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시티는 정보기술이나 건설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생활에 구 시키기 해서는 통신사업자, 건설업체, S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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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CP(Contents Provider) 등의 공동참여와 업이 필수 이며, 정보통신기술

(ICT), 센서기술(RFID/USN 등), 가 기술, 치기반기술, 의료기술 등을 비롯한 다

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바이오기술(BT), 나노

기술(NT) 등과의 기술융합과 컨버 스도 요구된다. 이 같은 필요에 따라 최근 업계

와 학회를 심으로 유－시티 련 회와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마다 동연구  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의 수주를 목표로 하여 조된 단체들이 부분이다. 배후에 특정 정부

부처 는 기업을 끼고 이가 큰 쪽을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공동연구나 기술

개발 지원보다는 정부연구과제 수행을 해 하는 등 단기 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2. 주요 도시별 유시티의 추진 사례
310) 

가. u－부산

부산시는 2005년 3월 민간통신기술 기업(KT)와 u-City 추진을 한 종합추진 략

을 마련하고 부산을 남부경제권의 추도시, 동북아 문화 과학 심도시, 세계자유 

거 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항만, 컨벤션/ 시, 교통산업에 을 둔 u-City 

개발 계획을 수립하 다. 즉, 차세  u－기술을 항만, 교통, , 컨벤션 등 도시의 

주요 인 라에 용시켜 지역산업구조의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최 의 u-City 선 을 통한 부산시의 상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하여 부산시는 주요 추진과제로 

u-Port, u-Traffic, u-Convention, u-Health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Port 사업은 차세  유비쿼터스 항만을 구 하는 과제로서, 운송정보와 컨테이

 정보 등을 리/제어 할 수 있는 컨테이  치추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

터미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선 의 자동화를 실 하며 화물, 승무원, 통   선

310) 본 은 유시티포럼 자료의 일부를 요약․활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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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정보에 한 선진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사업을 수행 이다. 

u-Traffic 사업은 지능형 교통정보 도시를 구 하는 과제로서, u－추 자동화시스템, 

지능형 교통통제시스템, 교통  실시간 정보시스템, 자동통행 요 지불시스템, 

화물차량 교통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한 사업들을 수행 이다.

u-Convention 사업은 국제비즈니스 심도시 구 을 한 지능형 컨벤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로서, 람객들을 한 u－ 람객 솔루션개발, u－컨벤션 주최자용 

솔루션개발  인 라 구축, WiBro 등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 

이다. u-Health 과제는 건강한 도시의 구 을 하여 원격진료 진단 시스템과 Smart 

Medical Home, u－생체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한 과제들을 수행하

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u－부산의 실 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과제 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등의 감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도시의 

선 을 통한 도시 상의 제고를 기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환경보호, 도시안 성 

향상, 의료활동의 개선 등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 하고 있다.

나. u－ 주

주시는 한국의 통문화를 간직하고, 상문화가 발달한 문화 향유도시이다. 이

에 따라 u－ 주는 ‘ 통이 숨쉬는 미래도시 u－ 주’를 비 으로 하여 통문화와 

상산업 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화향유도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기업도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요시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3  추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들을 한  추진 사업으로는 통문화 체험의 u－기반 구축, Digital 

Contents Complex 조성, 디지털 상산업 활성화 지원, u-Life 실  기반 구축 등이 

있다.

통문화 체험 u－기반 구축 사업은 한옥마을을 심으로 통문화 체험을 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의 보존과 향유,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한 수익의 극 화를 이루기 한 사업이다. Digital Contents Com- 



270

plex 조성 사업은 기업 연구소 이 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핵심 기반을 마련

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생산 체계기반을 확보하고 디지털 

상품의 시장진출을 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디지털 컨텐츠의 개발－생산－ 매

를 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상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화제를 한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

한 주국제연화제의 활성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컨텐츠 DB 구축 등을 통한 통

합 리의 구 으로 디지털 독립 화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화로 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산업의 확장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u-Life 실  기반 구축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IT기술과 CCTV 등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u－행정업무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시는 이와 같은 u－ 주의 비 의 실화를 하여 2005년 SK텔 콤과 함께 

로젝트를 착수하 다. 한 북지역의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산업 육성을 

총 하고 있는 주정보 상진흥원을 비롯하여 SKC&C, 버라이  컨설 , 북 , 

우석  등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u－제주

제주도는 자연경 이 수려한 세계 인 휴양 지로서 산업에 을 둔 Cool 

Town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Cool Travel을 통한 유비쿼터스형 산업을 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즉, 휴양 지의 특징을 살려 생활형  체험형 유비쿼터

스를 구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국내 최 로 텔 매틱스 서비스를 시작하 으

며 이러한 기반 에 최신 IT 기술들을 추가하여 u－제주로의 확  계획을 마련하

고 있다. 

u－제주의 핵심 서비스로는 u-Traffic, u-Park, u-Coupon이 있는데, u-Traffic은 교통

정보 수집용 RFID 기술을 도로 분야에 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서비

스로 교통신호 리  텔 매틱스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된다. u-Museum은 PDA

와 RFID를 활용한 음성 안내 시스템, 시물 도난방지 시스템, 공원 내 객 치 



제 6 장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국가감시와 라이버시 보호   271

추  시스템을 제공한다. u-Park는 거주자 우선 주차 리 시스템이고, u-Coupon은 

RFID 기반의 지 입장권 출력  할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제주도는 무선네트워크 기반의 인 라를 조성하고 , 의료, 교육을 3  핵심 

산업으로 설정하여 여기에 ITㆍBTㆍET 등 첨단산업을 목시킨다는 방침을 세웠

다. 제주도는 섬 체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유비쿼터스 인 라를 최 한 빨리 구축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것

이고, 세계  수 의 유비쿼터스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해 최근에는 제주 학교

와 KT제주본부가 공동으로 u－제주 추진을 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각종 유비쿼

터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제주텔 매틱스시범도시 사업을 기 으로 디지털콘텐츠 동화

연구센터, 텔 매틱스 요소기술연구센터(ITRC), 첨단 정보시스템 인력양성사업단

(NURI), u-Conference 기술 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

통부가 주 하는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인 ‘유비쿼터스 환경의 차세  국가 교

통정보 수집체계 개발  시범사업’의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과 더불어 유비쿼터스의 핵심인 라인 RFID․USN 기반의 제주신경망 구축을 본

격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산업자원부의 지역 신특성화사업(RIS)의 일환으로 

6가지 종류의 RFID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극 으로 u－제주 사업을 진행 

이다.

라. u－인천

인천시는 송도, 종, 청라지구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용될 유－시티의 비

과 모델을 정의하고 세부 인 마스터 랜을 수립하여 첨단 IT도시로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유－시티 사업을 진행 이다. 인천자유경제구역을 상으로 하여 공간

별, 시설별로 첨단 정보 인 라를 구축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홈네트워킹, 원격의

료, 재해방지 리 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21세기 동북아의 경제 심 허 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시티를 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송도지역은 백지상태의 무한 Canvas 역으로 도시 차원의 첨단 유－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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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ㆍ항만과 연계된 국제 업무교류의 거  신도시를 건

설하고, IT, BT 등 미래 고부가가치 지식정보산업 R&D HUB로 조성하여 수변 공간

과 녹지 환경을 고려한 문화ㆍ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국제비즈니스센터, 첨

단바이오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상업단지, 교육/의료단지, 공공주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지구는 동북아 거 공항으로서 공항지원 기능 보완과 세 자유지역, 물류단

지 등 항공물류 거 으로 개발하고, 천연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제 인 ㆍ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물류/비즈니스 단지와 용유/무의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라지구는 융 심 국제 업무 기능, 첨단 시설, 첨단 화훼단지 유

치와 외국 객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추진 이다.

특히 송도지구는 BcN, USN 등 최첨단 인 라를 먼  갖추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유비쿼터스 개념을 반 하고 있다. 송도 u-City의 기본 인 략은 학연구기 과 

기업, 벤처기업을 연계해 산업 가치사슬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 하고, ITㆍBTㆍ

NT 등 산업 간의 력을 진하며, 교육ㆍ 융ㆍ주거ㆍ외국인 학교  병원 설립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규모 물류단지, 국제비즈니스센터, 다국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국내외 교류 역량을 극 화하여 국제 으로 기업하고 싶은 도시를 구축

할 계획이다. 이를 하여 송도 u-City에는 IT R&D센터  신 클러스터가 조성되

어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 하는 데 필수 인 RFID 연구센터가 들어서고 국제비즈

니스센터, 첨단산업단지, 국제유통산업단지, 테크노 크가 조성된다.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 한 도시, 쾌 한 도시를 한 핵심 서비스로는 지

능형교통시스템(ITS), 홈네트워킹, 원격의료, 재해방지, 환경오염 리 시스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마. u－흥덕

용인시 기흥읍 덕리 일원에 6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정된 용인 흥덕지

구는 개발사업 기부터 디지털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시 리 자동화 측면에 을 둔 유－시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흥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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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지역, 공원 등 도시 역을 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도시 내 정보인 라 격차를 해소하고, 센터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

함으로써 도시 지하매설물 리, 생활안 , 교통, 환경 등의 공공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기 해 추진 이다.

유－시티 도시 건설을 한 제공기술과 용서비스는 도시기반 시설물 리, 원

격 검침, 생활안 서비스가 있다. 도시기반 시설물 리는 지하매설물에 탐착장치

를 설치하여 매설물의 치정보 리를 통하여 사업자의 시설물 보수․교체 작업 

는 작업 후 지하매설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지 리비를 감한다. 원격 검침

은 매달마다 방문하여 검침하는 불편을 없애고 검침을 가장한 강도를 사  방할 

수 있다. 생활안  서비스는 취약지역 등 사업지구 내 주요지역에 설치된 CCTV 카

메라를 통한 생활안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

시로 건설하고 있다.

바. u－ 교

수원 교지구는 수원 구시가지의 도시기능 재배치와 첨단지식기반산업 주의 

자족형 복합기능을 갖는 수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개발압력 고조에 따른 난개발 사

 차단과 주변 지역의 교통체계개선  심생활권 기능을 유지하여 수도권 남부

지역의 계획 ․체계 인 재정비를 통한 균형개발과 서울에 집 되어 있는 주택수

요 분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교지구는 2005년 8월 21일 정보통

신부의 u-City 국가표 화정책을 용받는 ‘u-City 시범모델 신도시’로 처음 선정 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인 경기지방공사는 마스터 랜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u- 

City 공공정보서비스  제센터 구축을 비롯해 역 행정과 업무 역상업  테

마 , 첨단산업  연구부문 등의 인 라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 테크노밸리에 용한 유－시티 연구결과는 이후 유사한 환경의 타 신도시 개

발계획에 표  모델로 용된다. 특히, 2006년 까지 추진되는 이번 략 수립은 

일반 인 IT정보화 략수립(ISP) 수 에서 벗어나 u－개념을 용해 유－시티에 

한 비   기본구상, 구 방안에 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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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략수립(USP)’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지식과 상업, 업무, 주거, 행정이 어우러진 미래지향 인 자족형 복합 도시, 

21C 첨단정보 신도시로 타 신도시보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정보화 략과 인

라를 구축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드는 한편, 친환경 계획이 용된 국내 최 의 생

태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을 추진 이다.

유－시티 건설을 해 도입할 기술과 용서비스로는 교통정보서비스(도로), 환

경(기상청), 방범ㆍ방재( 출소, 소방서) 등이 있다. 한 도시정보 서비스로 지하매

설물정보( 력, 가스, 통신, 상하수도, 난방)를 지원하고, 홈네트워크 구축으로 각 가

정(원격검침, 자민원, 원격진료), 병원, 공공기 , 기업, 교육시설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 u－충남

충남지역은 제조업 심의 공업화 진 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1인당 지역내 총생

산이 국 2 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략산업인 디지

털 디스 이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첨단문화 산업, 농/축산 바이오 산업과 연계

한 u산업 발굴  육성을 추진 목표로 한다. 

이를 하여 2006년 아산시를 유－시티 시범모델로 구축하고 2008년 u－ 략산

업을 집  육성하여 여타 지역으로 유－시티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천안－ 상

미디어 산업, 아산－디지털 산업, 당진－철강  물류 항만 산업, 산－u헬스 산

업, 탕정－디스 이 산업, 배방－탕정 연계의 첨단주거형 배후도시 등의 유－시

티 클러스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 유－시티에는 탕 지역에 u디스 이 산업 신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배방

지역에 탕정과 연계된 첨단주거형 배후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천안 유－시티

에는 천안벨리 일원에 디지털 미디어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충남지역 문화유산의 디

지털 체험 시범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진 u-City에는 당진/평택항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하여 동북아 u경제 벨트의 핵심으로 서해안 심의 항만도시를 건

설하고 철강산업 배후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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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유－시티에는 u헬스 어 제공의 실버타운을 건설하여 산을 실버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u－충남은 의 클러스트 연계를 통한 디스

이 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물류산업, 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의 특화 산업 외

에 유－시티 건설을 한 제공기술과 용서비스로 건강 리 서비스와 건강상태, 

운동량 모니터링, 생활 건강 정보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추진 단계로는 도입기인 오는 2006년까지 아산지역 표 모델을 용한 시범 

u-City를 추진하고 2008년까지는 u－ 략산업을 집  육성하여 정립기인 2010년까

지 세계 인 u-City를 건설하기 한 사업을 추진 이다.

3.  도시통합 제센터와 국가감시

유－시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의 하나는 도시통합 제센터이다. 재 각 시

도 는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시티에는 모두 가칭 ‘도시통합 제센터’의 설

치가 정되어 있다. 도시통합 제센터는 유－시티기반시설을 유지, 보호  리

하고 유－시티에서 제공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제 내지 계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즉 유－시티 내에 설치될 방범․방재시설, 교통 리시설, 공원 리장치, 환경

보호시설, 상수도 수 리시설, 주요 시설물 리시설 등을 한 곳에서 원격으로 

리․조정하는 물리  공간이다.

도시통합 제센터의 기능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도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G-to-C서비스를 종합 으로 제공하고 리하는 

종합서비스센터 는 종합민원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순수하게 유－시티 시

설물을 리하는 기능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주장

과 같이 시설물 리기능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을 리하는 서버나 컴퓨터

는 도시통합 제센터에 두게 될 것이므로 제센터는 종합 데이터베이스센터로서

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도시통합 제센터가 공공성을 갖는 각종 민간서비스 컨  가스, 기, 

통신, 원격진료 등까지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민간 데이터베이스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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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수원 교지역에 정된 유－시티의 단면을 그린 것이

다. 여기서도 도시통합 제센터는 유－시티의 핵심 시설이자 가장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6－2]  교 지구의 u－서비스계획

출처: 한국토지공사

 

유－시티 서비스의 지속 이고 안정  제공과 유－시티 기반시설의 유지․ 리

를 해서는 도시통합 제센터의 설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시통합

제센터가 유－시티 기반시설에 한 단순 리․ 검 기능을 벗어나 G-to-C 종합

서비스센터 는 종합민원센터로 운 될 가능성이 지 않다. 유－시티의 기술  

특성을 제 로 살려서 편리하고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련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 경우 유－시티 서비스 주체간 정보의 공유는 

불가피해진다. 서비스 제공 주체간 기술  정보의 공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베이스의 집 리에 따른 라이버시 침해 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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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이든 도시통합 제센터는 G-to-C서비스 제공을 하여 시민들의 활동을 

추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리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사실상 ‘국가감시센

터’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모든 시민들의 정보가 집 해서 리되는 종합 정보 리센

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제5   유비쿼터스 라이버시보호 책: 역감시 체계 

인터넷이 어린이, 가정, 커뮤니티, 사업장, 학교, 건강, 시민생활, 정치활동 등에 미

치는 향을 문 으로 조사․연구하는 미국의 민간 연구기 인 ‘퓨인터넷 앤드 아메

리칸 라이  로젝트’(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가 2006년 9월 24일 발

표한 문가(인터넷 리더, 활동가, 분석가 등) 앙 이트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세계 각지에서 구든지 렴한 비용으로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혜택을 릴 수 있

을 것으로 망되지만, 새로운 독 상을 야기할 것이며 자의 이든 무의식 으

로든 일부 혜택을 받는 가로 개인정보를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할 것으로 망되었

다. 이에 따라 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의 항도 우려된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네트워크 

없는 삶을 꿈꾸는 세력들이 문화집단으로 부상하고 이들 기술진보 항세력들(Tech 

refuseniks)  일부가 정보 인 라와 이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으로 테러를 

항의의 수단으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http://www.pewinternet.org/ 

pdfs/PIP_Future_of_Internet_2006.pdf). 

이에 해서는 “시 를 막론하고 기술, 에 지, 독특한 생활양식 등으로 과  

포장된 과거에 매달리는 극소수가 존재한다”면서 이들을 산업 명 시 의 기계화 

반 자들인 ‘러다이트’에 비유하는 견해도 있다. 그들은 종종 고통스럽던 과거의 생

활양식이 실임을 모르고 오로지 이상화된 과거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당히 정 인 발 조차도 이를 부정하고 단시키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앞의 보고서). 이런 측면에서 라이버시옹호론자 특히 기술진보 

항세력들에게 유비쿼터스는 더 없이 좋은 공격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78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감시기술의 진보와 발 , 그리고 유비쿼터스 시 의 

도래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상이라면 이를 수동 으로 따라가거나 항하기 보

다는 보다 극 으로 받아들이고 철 하게 비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건설을 해

서 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정보기술의 

발달을 무 부정 으로만 보고 항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기술의 이익을 무 

맹신하거나 과  포장하는 것도 험하다. 산업 명 당시에도 만병통치약 식의 약

속이 무성했다. 오늘날에도 유비쿼터스가 인류의 모든 근심․걱정을 덜어주고 편안

하고 안 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것의 정 인 측면만 강조하는 시

각이 없지 아니하다.

우리가 다시 산업 명 는 산업화시 의 과오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될 향에 해 면 히 검토하고 이에 한 

비를 해야 한다. 특히 유비쿼터스가 라이버시에 미칠 향에 해서는 이미 많은 

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은 그 우려가 구체 이지 못하고 

피상 인 경고 수 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그 우려의 구체  요소, 요인들

을 분석해 보려 노력하 다. 이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에서의 국가감시와 그에 

한 역감시 체계를 제시해 본다. 

1. 유비쿼터스 라이버시 원칙의 확립

국내외 으로 재의 개인정보보호원칙들은 자기록 는 자  데이터베이스

를 심으로 해서 구성되었다. 이들 자기록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장․ 리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경험 으로 정보주체의 인식 는 자발 인 동의를 제

로 한다. 즉 재의 개인정보보호원칙들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 최소한 

정보주체의 인식 는 동의를 제로 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에서의 정보의 수집

과 이용은 부분 무의식 이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역은 매우 제한 이다. 따

라서 유비쿼터스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다는 이용단계에서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 유비쿼터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보다는 사생활보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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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를 들어 지 까지는 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화번호 등이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심사 지만, 유비쿼터스에서는 치

정보, 화상정보 등의 보호가 주요 라이버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재의 개인정보보호원칙들은 상당부분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컨  개인정보 분산 장의 원칙(같은 회사 는 조직 내에서도 

목 에 따라 개인정보는 분산 장되거나 공유가 제한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연동․통합 제한의 원칙(개인정보DB는 원칙 으로 조직간 는 부문간 연동․통

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거나 운 되어서는 안 된다), 익명거래 는 익명활동 보장

의 원칙(원칙 으로 법률에 의해 명시 으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명을 요구

해서는 안 된다), 라이버시 이익우선의 원칙(각종 법령의 제․개정, 정책의 수

립․집행, 계약  행의 해석 등에 있어서 경제  이익이나 행정  편의보다는 

라이버시의 가치를 우선 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 감시 지의 원칙(유비쿼터

스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가능한 공개하여야 하며 의도 인 비 감시는 

지된다), 기계  분석 우선의 원칙(민감정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인간의 오감에 의한 확인 보다는 1차 으로 기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다툼이 있거나 평가 는 가치 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람이 직  확인할 수 있

다), 장 최소화의 원칙(거래기록, CCTV 모니터 정보 등은 꼭 장 필요가 있는 경

우가 아니면 장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 감시에 한 집단  의원칙의 채택

행의 개인정보보호원칙들은 개인정보자기통제권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는 이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의 허용 여부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단에 맡기고 있다. 각 개인은 이성  단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 개인정

보의 이용 범  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 한 감시와 추

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개인은 감시에 해 무감각해지고 추

에 해서도 무 심해진다. 그 같은 감시나 추 이 직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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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구나 을 느끼고 분개할만한 경우라도 기계장치에 의해서 무의식 에 이

루어진 경우에는 부분의 사람들이 감시나 추 의 험을 실감하지 못한다. 설사 

감시와 추 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가피한 

실로 받아들이고 선의의 목 으로 이해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인 

고지나 동의는 요식행 에 불과하다. 오히려 감시와 추 을 합법 으로 했다는 명

분만 제공하게 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보호를 해 고지의 원칙과 동의의 원칙이 그동

안 나름 로 큰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그 의의

와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다 직설 으로는 개인에 

한 감시와 추 을 재와 같이 순수한 사  자치의 역에 방치해 둘 경우 국가, 

기업, 커뮤니티, 개인 등에 의한 감시나 추 의 남용을 통제할 아무런 견제장치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보주체의 무 심으로 인해 행 으로 이루어지는 동의, 

정보의 부족으로 무지(無知)상태에서 행해지는 동의, 약 에 의한 이용목 의 무한

정 확 , 힘(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실상 강요된 동의 등과 같이 ‘동의’는 있

었지만 자발성과 자율성이 상실된 무의미한 동의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형식 인 고지와 동의를 보완하고 보충해  새로운 형태의 합의방식이 

필요하다.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 를 둔 실질  동의를 구 하기 해서는 첫째, 정

보주체가 당해 감시  추 의 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당해 

상품 는 서비스의 특성과 기술  상태 등에 하여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보주체가 국가나 기업 는 고용주의 동의 요구를 부담없이 거

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집단  상 원칙이

다.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경우 컨  아 트단지 는 공공장소에 CCTV

나 RFID를 설치하려고 할 때, 작업장 는 생산라인을 감시하거나 모니터링하고자 

할 때 등에는 반드시 감시 는 추 을 실행하기 에 피감시집단(주민, 근로자 등)

이나 그들의 표자들(주민 표, 노조 등)과 사  ‘ 의’ 는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상호간 의를 통해 감시․추 의 험성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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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제도 등에 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감시․추 의 효과를 정기 으로 평가해서 감시와 추 이 확 되지 않고 최소에 그

치도록 해야 한다.   

3. 자율규제시스템의 도입  자율규제활동의 진 

유비쿼터스에서는 감시와 추 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가의 통제력이 모든 분야에 

고루 미치기 어렵다. 더구나 유비쿼터스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일반 으

로 은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조직이나 감독기 에 의한 타율 인 규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즉 국가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각종 공법행 나 

사법행 에 일일이 간섭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지 처럼 국

가가 기업이나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직  간섭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 보

다 수백 배의 공무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경

제주체들 스스로 정보주체의 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구할 수 있는 

자율규제 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자율규제는 국가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방임이나 방치

가 아니다. 국가가 직 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경제주체들이 자발 으로 법규범을 

수하도록 인센티 를 부여하지만 법규범을 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서 구히 퇴출을 당하거나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 시스템의 존재를 제로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진시

키기 해서는 우선 모든 경제주체들이 법규범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규범 하나하나가 구체 이고 일의 이며 명쾌해야 한다. 지 처럼 난수를 풀듯이 

소 부처 공무원이나 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이 분분한 법규범으로

는 자율규제를 진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표  개인정보처리 방침이나 약 을 제정해서 미리 개인정보감독기구

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련하여 경제주체들이 

렴한 비용으로 문기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라이버시 향평가, 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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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증, 개인정보 교육 등의 업무를 문 으로 수행하는 기업․단체의 설립

과 활동을 진하는 것도 자율규제활동의 역이다. 한 공공기 이나 기업이 법

령에 따라 제 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 개인정보보호단체들의 시장감시 활동에 법  근거를 부여하고 활동을 지원하

는 것도 고 인 역감시체계  하나이다.

보다 규제 인 방법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서는 매년 정기 으로 

개인정보처리에 한 자체( 는 외부) 감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활동을 독립 으로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고용(일반 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이 보장되며 해고 시에는 사

유를 시하여 개인정보감독기 에 신고하여야 한다.)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도나 단체소송제도 그리고 징벌  손해배상제도도 국민 

일반으로 하여  불법행 에 한 신고 정신을 높이고 경제주체로 하여  불법행

를 ‘감행’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 인 자율규제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제도는 

국민들의 자발  소송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력의 개입 없이 불법행 에 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의 자율규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정보사회의 진입 기부터 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미 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20여년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운 해 

오고 있으며 국가의 개인정보정책을 총 ․ 담하는 독립 인 개인정보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스로 IT강국임을 자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보호 담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형 인 후진국형 정보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라이버시를 안 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 없이 과연 우리나라가 

정보사회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감독기구의 설치에 반 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의 개념을 내세운다. 지 도 정

부조직이 비 할 만큼 비 한데 개인정보보호기구까지 신설하면 더 비 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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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주장은 작은 정부를 주로 주장하는 시민

단체나 정부조직 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료들의 입을 통해 

나온다. 국가의 미래를 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기능을 빼앗기고 싶

지 않다는 조직 이기주의의 단면을 보여 주는 형 인 이다. 결론 으로 개인정

보보호기구의 신설은 작은 정부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란 시 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필요성이 덜한 

정부의 조직이나 복  기능은 과감히 폐지․축소․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조직에서 군살을 빼는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자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따른

다. 이는 기존 조직의 폐지․축소․통폐합과 함께 불필요한 조직의 신설․확 에

도 용된다. 그러나 군살을 뺄 때도 필요한 부분에 해서는 근력운동 등을 통해 

체력을 보강하듯 우리나라가 세계 인 IT강국으로, 정보사회의 리더국가로 살아남

기 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행정을 담할 정부 조직과 기능은 필수 이다. 

일 것은 과감히 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것이 진짜 ‘작은 정부’의 정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해서도 민간기업보다는 공공부문의 반 가 더 강한 

것 같다. 최근 기업들은 하루 빨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보호의 사

각지 를 없앰으로써 기업들의 정상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동에 해 소비자

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EU나 일본 수

으로 보호와 이용이 균형 잡힌 규제를 원하고 있다. 반면 행정부나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소극 이거나 회의 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더라도 기본

인 내용만 규정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소극 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 경제 ․사회  효율성 하락에 한 우려가 존재

한다고 한다. 특히 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등 련 산업계, 특히 

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2005. 

12., 개인정보보호법안에 한 행정자치 원회 수석 문 원 검토보고서 20면).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신설되면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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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 등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재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가 정상

인 사업자들보다는 부분 불법 인 사업자나 개인들에 의한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정상 으로 수집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개

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아무런 추가 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오히려 행 

개별법의 사각지 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불법(?)을 지르는 사업자나 개인들의 행

를 효과 으로 규제함으로써 정상 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들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결론 으로 우리가 유비쿼터스 사회를 받아들이기 해서는 재 공공기 과 기

업들 사이에서 행처럼 굳어진 개인정보의 오남용행 를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법 등의 제

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로 미루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신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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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오늘날 놀라운 정보기술의 발 으로 인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수 에서 무한 로 수집ㆍ축 ㆍ처리ㆍ가공ㆍ이용

ㆍ제공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개인의 실존인격과 분리된  하나의 총

체  인격상이 타인의 수 에서 쉽게 획득되고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 

실화되고 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정보환경에서 그 정보주체의 인간존엄과 민주

 가치질서를 확보하기 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헌법  요청이다. 동

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은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그 사회  가치

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의 가치를 규범 으로 수용하기 

한 제조건이다. 

◦ 종래의 사생활권이 은둔으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seclusion)라는 소극

 성격의 것이었다면,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privacy as participation)라는 극  성격을 지닌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한 

정보가 구에 의해 어떤 목 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로서의 사

생활보호 모델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개인정보처리의 남용을 통해 국민

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험을 차단시키는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화하는 인식이나 경향 한 경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참여를 합리 인 수 에서 보장

하되, 그 참여의 내용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인 것 내지 우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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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잘못 이해한다면, 자칫 개인정보의 유통을 통한 정부와 사회의 정상

인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2) 이러한 에 입각해서 보면, 우선 행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입법체계는 상

당히 “불균형 ”이고 “불완 ”한 상태이다. 균형 잡힌 완 한 역감시의 참여모

델로 환시켜야 한다.  

◦ 먼 , 보호체계의 “불균형성”은 개인정보처리의 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

요성이 큰 분야에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행 법

제는 그러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에서 확인될 수 있다. 

－높은 보호수 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는 보호의 수 이나 집행체계가 매

우 미약한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특히 온라인과 신용정보 역에서 표면상으

로는 상당히 높은 보호수 과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집

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 행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은 참여모델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자정부의 

효율성 이념과 가치에 압도되어 충분한 역감시의 참여모델을 구 하지 못하

고 있다.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 으로 인해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개인정보이용법”으로 락할 우려도 있다. 

－향후 공공부문에서는 그 보호수 과 집행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

에서는 보다 명확한 행 기 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호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보호체계의 “불완 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첫째는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 에 속하지 못하는 역들

이 다수 존재한다는 에서 불완 하고, 

－둘째는 보호범 에서 제외되어 있는 역에서는 은둔모델로서의 비 보호법

만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제 7 장  결론: 미래 역감시체계의 정책방향   287

에서 불완 하다. 

－우리의 행 입법체계는 한 마디로 “이원 ․ 역별․부분  입법체계”라

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각각의 보호입법이 마련되

어 있지만, 그 나마도 각 부문에서 존재하는 보호입법이 모든 역을 포섭하

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 많은 역이 비 보호를 한 은둔모델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데,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환시켜야 할 것이다. 종래의 은둔모델로서는 개

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 게 불균형 이고 불완 한 재의 입법체계를 보완하여 보호의 공백을 메

움과 동시에 독립된 감독기구에 의한 방 이고 효과 인 감시체계를 마련하

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 인 입법

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 

◦ 우선, 통합입법이 이고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존하는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 으로 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 다

면 공공부문 일반법인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존치시키되, 보호의 불완

성을 개선하기 하여 규율내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행의 공공기 개

인정보보호법과 개정법률안에 비해 보다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 의 개인정보처리가 보호법을 수하는지 여부를 방 인 차

원에서 그리고 상시 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구의 존재가 필수

이다.  

◦ 한편, 민간부문 일반법은 새로이 제정하여야 한다. 재 국회 행정자치 원회

에 계류 인 ｢이은  법안｣과 ｢노회찬 법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지나

치게 치우쳐 자칫 사회 내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억압하여 사회발 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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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심히 크다. 

－첫째, 원래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강한 보호를 하여 마련되었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호보규정)의 내용을 그 로 민간

부문 일반법으로 가져가면 매우 강력한 일반법이 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의 일반 인 경제활동이 차 고객정보의 처리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종래 온라인에 용되던 높은 수 의 보호체

계를 그 로 민간 일반에 가져가는 것은 경제활동에 심각한 축을 래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권이 존

재하고 있고  산업계의 자율규제의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수 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신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민간부문

의 일반법에서는 최 한의 보호수 을 마련하고, 온라인, 신용정보, 의료정

보 등 높은 보호수 과 특수한 규율이 필요한 역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떼어내어 가칭 온

라인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 정

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오 라인 역은 새로이 제정되는 민간의 일반법

에서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반법은 최 한의 보호수 으로 실체

 규율내용을 담고, 아울러 독자 인 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게 되면 남는 문제는 감독기구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분리하여 둘 

것인가, 아니면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들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법리

와 구체 인 규율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방 인 감시의 체계는 동

일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일 으로 감시․감독하

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요구된다. 

◦ 그 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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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각각 두면서, 양 부문의 개인정

보처리를 모두 감시․감독하고 소송외 분쟁해결기능을 통합 으로 수행하

는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한 가칭 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법을 별도

로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와 시책, 기본개념의 정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을 담고, 거기에 통합된 감독기구의 설립근거와 기

능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두고, 

 특수한 역에는 특별법을 두는 것이다. 재 계류 인 ｢이은  법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용되는 실체 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일반법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는데, 그 게 되면 재의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계가 문제된다. 두 법이 모두 존재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일반법이 두 개 

존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입법체계를 차용하는 방안인데,  둘째의 기본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단일의 법률에 포섭시키는 방안이다. 입법경제 인 에서 유용

할는지 모르나 다소 기형 인 입법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4)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형 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방  기능, 사후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 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감독기구가 반드시 집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방  기능은 개인정보처리의 험성을 사 ․ 방 인 차원에서 

막기 하여 개인정보처리기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체  규정(개인정보처

리원칙을 구체화한 처리기 의 의무규정들)을 수하도록 사 에 유도하는 

기능이다. 감사기능, 자문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자율규제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은 이러한 방  기능의 일환이다. 

－둘째, 사후 인 민원해결기능은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을 수받

고, 사실 계를 조사하며, 그리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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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책조언기능은 국가의 정보정책에 한 조언자로서 자문하는 기능이다.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어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완 하게 수행

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기

능과 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조직의 구성과 산확보의 측면에

서 충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과 민간의 그 수많은 개별 개

인정보처리기 의 모두에 해 효과 인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

공기 과 민간의 요 개인정보처리기 의 내부에 독립 인 상과 독자 인 

기능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of Privacy Official)를 두도록 해서 

이들을 통합감독기구의 장감사 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6) 특히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각 역별

로 그리고 기술발 에 따라 미묘하게 상충하고 있는데,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

구는 이 상충하는 가치를 그때그때 조화롭고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

이다. 

◦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

며, 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을 통한 기술  규제수단도 최 한 활용하고 장려

하여야 할 것이다. 

(7) 향후 개인정보처리  보호의 기 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달리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감독기구에 의하여 

사 ․ 방 ․교육  보호기능에 을 맞추어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  보호의 기 에 한 보다 분명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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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확보되기까지 재의 보호공백을 메우기 한 최 한의 수 으로 

법  기 을 법률에서 설정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에게 규칙제정권을 주어 특

별히 문제되는 역에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처리  보호기 을 차후에 마

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집행체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8)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나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의한 외부 ․타율 인 규제는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 자율규제는 국가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직  개

입하지 않고도 경제주체들이 자발 으로 정보처리원칙을 수하도록 인센티

를 부여하면서, 이를 반하 을 때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원칙 반으로 

얻은 수익의 수십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보완  집행장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율  집행수단으로는 라이버시선언(Privacy Commitment), 라이버시실무규

약(Privacy Code of Practice), 라이버시표 (Privacy Standard), 라이버시인

증(Privacy Seal), 세이 하버 정(Safe Harbor Agreement)이 있다. 

◦ 민간기업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

록 민간 개인정보보호단체들의 시장감시 활동에 법  근거를 부여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자율규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일본의 개인정보보호단체).

◦ 민간의 개인정보처리기 들이 문 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라이버시

향평가, 컨설 , 시스템인증,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업무를 문 으로 수행

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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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보호기술을 통한 기술  규제수단도 최 한 활용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 통제 주의 암호정책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암호기술의 발 을 진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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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당한 개인정보처리의 법  기 에 한 비교법  고찰 

1.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가. 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은 “일반 개인기록”과 “특수 개인기록”을 

구분하고 후자에 해서는 보다 강화된 법  기 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

합 지침은 양 부문을 포 하는 일반법이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해서 다소 

다른 법  기 을 제시하고 있다. 한 유럽연합 지침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여러 합

법성 요건 의 하나로 제시할 뿐,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지침은 “일반 개인기록”의 처리의 합법성기 으로서, 공공기

의 경우에는 법 인 권한 행사에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범 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제7조 (e)항), 민간기 의 경우에는 정

보주체의 기본권  이익을 과도하게 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7조 (f)항). 그

지만 “특수 개인기록”의 처리에 해서는 공공기 과 민간기  모두에 동일한 

기 이 용된다. 

나. “일반 개인기록”의 처리가 법한 것이 되기 한 요건

유럽연합 지침 제7조는 “일반 개인기록”의 처리(processing)311)
가 정당한 것이 되기 

311) “개인정보처리(processing of personal data)”라 함은 자동수단에 의한 것이든 아니

든 개인정보(personal data)에 가해지는 일체의 작용(any operation or set of ope- 
rations)을 가리킨다. 컨  수집(collection), 기록(recording), 편성(organization), 

장(storage), 수정(adaptation or alteration), 검색(retrieval), 참조(consultatio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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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6개 항으로 나 어 열거하고 있다.  

(a) 정보주체가 명확하게(unambiguously) 동의를 한 때; 는

(b) 정보주체가 한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하여 는 계약체결에 앞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c) 개인정보처리기 이 지는 법  의무를 수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d) 정보주체의 한 이익(vital interests)을 보호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e) 공공의 이익을 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처리를 하여, 는 개인정보처리기 이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게 주어진 공  권한(official authority)의 행사를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f) 개인정보처리기 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le- 

gitimate interests)을 달성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다만, 그러한 이익보

다 정보주체의 기본 인 권리와 자유(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를 보호해야 

하는 이익이 더 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유럽연합 지침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합법 으로 “일반 개인기록”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로 범 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e)호는 공공기

에 하여 법 인 권한 행사에 필요하다면 동의 없이도 범 하게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f)호는 민간기 이 정보주체의 기본권  이익을 과

도하게 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

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지침의 법  기 에 의하면, 민간기 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원칙 으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익형량의 에서 그 정보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기본권  이익의 침해가 더 

용(use), 송․공표 기타의 제공 방식에 의한 공개(disclosure by trans- mission, 
dissemination or otherwise making available), 배열이나 조합(alignment or combi- 
nation), 근차단(blocking), 삭제(erasure) 는 기(destruction)를 말한다(제2조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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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때에 한하여 법한 것이 된다. 물론 이런 추상 인 법  기 은 집행과정에서 

개인정보감독기구나 법원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처럼 민간기 이 원칙 으로 자신의 “정당

한 이익”을 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이 법 으로 허용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4 , 제5 , 제6 , 제7 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정보처

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 인 제한을 받으며, 그러한 차  기 을 반하는 

경우에는 법한 정보처리로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이다. 

다. “특수 개인기록”의 처리가 법한 것이 되기 한 특별요건

유럽연합 지침 제8조는 “특수 개인기록”의 처리(processing)가 정당한 것이 되기 

한 특별요건을 다음과 같이 원칙  지와 외  허용으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1) 인종  는 민족  출신(racial or ethnic origin), 정치  견해(political opinions), 종

교  는 철학  신념(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노동조합 가입여부(trade 

union membership)를 드러내는 개인기록  건강이나 성생활(health or sex life)에 

한 기록의 처리는 지된다. 

(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 

(a) 정보주체가 그 처리에 한 “명시 인 동의”(explicit consent)를 한 때. 다만, 회

원국은 국내법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수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시킬 수 있다; 는 

(b) 한 안 장치를 규정한 국내법이 허용하고 있다면, 노동법의 역에서 개인

정보처리기 의 의무와 구체  권리를 실행하기 한 목 에서 정보처리가 필

요한 때; 는 

(c) 정보주체가 물리 으로나 법 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정보주체

나 제3자의 한 이익(vital interests)을 보호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d) 정치 , 학문 , 종교  는 노동조합의 목 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기타 비

리단체가 그 단체의 정당한 활동(its legitimate activities)과 련하여 한 안

장치(appropriate guarantees)를 갖추고 정보처리가 수행되는 때. 다만, 그 정보

처리는 오로지 그 단체의 구성원들 는 단체의 목 과 련하여 정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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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regular contact)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한 것이어야 하고, 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그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 정보주체가 명백히(manifestly) 공개한 정보를 처리하는 때, 는 법  권리(legal 

claims)를 입증하거나 행사하거나 는 방어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3)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이 용되지 아니한다: 방의학(preventive medicine), 

의학  진단(medical diagnosis), 치료(the provision of care and treatment) 는 건강

리서비스의 리(management of healthcare services)를 하여 정보처리가 요구

되고,  그 정보처리가 법령에 따라 문가 인 비 유지의무를 지는 의료 문

가(health professional) 는 그에 상응하는 비 유지의무를 지는 자에 의하여 수

행되는 경우. 

(4) 회원국은 요한 공익(substantial public interest)을 이유로 국내법령 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결정에 의하여  제2항에 열거한 것 이외의 외를 더 둘 수 있다. 

이 경우 한 안 장치에 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5) 범죄행 , 유죄선고, 는 질서유지와 련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공공기 (official 

authority)의 리 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다만, 한 구체 인 안 장치를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공공기 이 아니더라도 법률로 정하는 기 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 인 유죄선고기록은 공공기 의 리 하에서만 보 될 수 

있다. 

회원국은 행정  제재 는 민사 결과 련한 개인기록은 한 공공기 의 

리 하에서 처리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6)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제1항의 원칙을 완화한 내용은 집행 원회(Commission)

에 통지하여야 한다. 

(7) 회원국은 국민신원확인번호(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는 그 밖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신원확인자(any other identifier of general application)를 처리할 수 

있기 한 요건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유럽연합 지침은 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없이 이를 원칙 으로 지시키면서, 그러나 다소 넓은 

외를 “구체 ”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법의 역이나 정치 ․학문 ․

종교  비 리단체의 정당한 활동과 련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학  목 의 정보처리에 해서도 범 하게 정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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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다. 한편, 보편 인 신원확인자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에 해서

는 각 회원국이 그 처리의 합법성요건을 구체 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국의 개인정보보호법도 기본 으로는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부칙(Schedule 1) 제1 (Part 1)에서 8가지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에서 제1조는 “일반 개인기록”은 어도 제

2부칙(Schedule 2)이 정하는 요건 의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민감 개인기록”은 어도 제3부칙(Schedule 3)이 정하는 요건 의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 개인기록”의 처리가 법한 것이 되기 한 요건   

제2부칙(Schedule 2)은 “일반 개인기록”이 합법 으로 처리(processing)되기 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동의를 한 때; 는

2. 정보주체가 한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하여 는 계약체결을 목 으로 정보주

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3. 계약상의 의무 이외에, 개인정보처리기 이 지는 법  의무(any legal obligation)를 

수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4. 정보주체의 한 이익(vital interests)을 보호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5. (a) 사법기능의 수행, (b) 법령에 의하여 군가에게 부여된 기능의 수행, (c) 국왕, 

장  는 정부부처의 기능의 수행, 는 (d) 그 밖에 구에 의하든지 간에 공익을 

한 공익  성격의 기능의 수행을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6. (1) 개인정보처리기 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 

(legitimate interests)을 달성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다만, 당해 정보처리

가 구체 인 사안에서(in any particular case)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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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침해하여 정당화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무장 (Secretary of State)은 이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다고 인정되

어지는 구체 인 상황(particular circumstances)을 명령으로써(by order) 상세히 규정

할 수 있다. 

나. “민감 개인기록”의 처리가 법한 것이 되기 한 특별요건 

제3부칙(Schedule 3)은 “민감 개인기록”(sensitive personal data)이 합법 으로 처리

되기 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정보주체가 그 정보처리에 “명시 인 동의”(explicit consent)를 한 때; 

2. (1) 고용(employment)과 련해서 개인정보처리기 이 법 으로 가지는 권리나 의

무의 행사 는 이행을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2) 국무장 (Secretary of State)은 명령으로써(by order) (a) 구체 인 경우를 정하여 

 (1)항의 용을 배제시킬 수 있으며, 는 (b)  (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 인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때 당해 명령에서 보

다 강화된 요건(further conditions)을 구체 으로 정할 수 있다.   

3. (a) 정보주체가 직  는 리인에 의하여 동의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거나, 는 

개인정보처리기 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합리 으로 기 할 수 없는 경우

에, 당해 정보주체나 다른 사람의 한 이익(vital interests)을 보호하기 하여 정

보처리가 필요한 때; 는

(b) 정보주체가 불합리하게(unreasonably)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

의 한 이익(vital interests)을 보호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4. (a) 정치 , 철학 , 종교  는 노동조합의 목 을 가진 비 리단체가 그 단체의 

정당한 활동(its legitimate activities)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보처리로서, (b) 정

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한 한 안 장치(appropriate safeguards)를 

갖추고 정보처리가 수행되고, (c) 그 정보처리는 오로지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나 단

체의 목 과 련하여 정규 인 계(regular contact)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한 것

이어야 하며, 한 (d) 그 정보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 포함되지 

않는 때.   

5. 민감 개인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도 인 조치의 결과로서 이미 공개

된 것인 때. 

6. (a) 법  차( 상되는 법  차 포함)를 밟기 해서 는 그 차와 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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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가 필요하거나, (b) 법  자문(legal advice)를 얻기 한 목 에서 정보처리

가 필요하거나, 는 (c) 그 밖에 법  권리(legal rights)를 입증하거나 행사하거나 

는 방어하기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7. (1) (a) 사법기능의 수행, (b) 법령에 의하여 (on any person) 부여된 기능의 수행, 

는 (c) 국왕, 장  는 정부부처의 기능의 수행을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2) 국무장 (Secretary of State)은 명령으로써(by order) (a) 구체 인 경우를 정하여 

 (1)항의 용을 배제시킬 수 있으며, 는 (b)  (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 인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때 당해 명령에서 보

다 강화된 요건(further conditions)을 구체 으로 정할 수 있다.   

8. (1) 의학  목 (medical purposes)을 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하고, 그 정보처리가 

(a) 의료 문가(health professional), 는 (b) 의료 문가에 상응하는 비 유지의무

(duty of confidentiality)를 지는 자에 의하여 수행될 때. 

(2) 본 조의 “의학  목 ”(medical purposes)에는 방의학(preventive medicine), 의학

 진단(medical diagnosis), 의학  연구(medical research), 치료(the provision of care 

and treatment) 그리고 건강 리서비스의 리(management of healthcare services)가 

포함된다.

9. (1) (a) 인종  는 민족  출신에 한 정보로 구성된 민감 개인기록(sensitive per- 

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as to racial or ethnic origin)에 한 정보처리로서, 

(b) 서로 다른 인종  는 민족  출신의 사람들 사이에 기회나 처우의 평등을 유

지 는 개선할 목 으로 그 평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결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거나 심사하기 하여 그 정보처리가 필요하고, (c)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한 한 안 장치를 갖추고 그 정보처리가 수행되는 때. 

(2) 국무장 (Secretary of State)은 명령으로써(by order) 어떤 상황에서  (1)항에 해

당하는 정보처리가 인정될 것인지를 구체 으로 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국무장 이 명령으로써 구체 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정보처리가 이루어

지는 때. 

3.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규율하는 일반법의 성격

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의 구체 인 법  기 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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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 어 별도의 장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 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는 제2장(Zweiter Abschnitt)에서, 민간기 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는 제3장(Dritter 

Abschnitt)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장(Erster Abschnitt)에서는 양 부문에 공통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기 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기 에 해서만 살핀다. 독일도 유럽연합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기록”과 

“특수 개인기록”을 구분하여 다르게 그 법  기 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민간기 이 자신이 이용하기 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제28조)와 고 등 처

음부터 제3자에게 제공하기 한 목 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제29조)를 나

어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자신의 목 을 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1) 자신의 업무목 (eigener Geschaeftszwecke)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서 개인정보

를 수집, 장, 수정, 제3자 제공 는 이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 허용된다. 

1. 정보주체와의 계약 는 계약  신뢰 계를 한 목 인 때

2. 개인정보처리기 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고, 한 그 처리나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할 압도 인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볼 만한 근

거가  없는 때

3. 그 개인정보가 일반 으로 근이 가능한 것인 때, 는 개인정보처리기 이 합

법 으로 개인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때. 다만, 그 정보처리를 배제시켜야 할 정

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이 당해 개인정보처리기 의 정당한 이익보다 명백히 우월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처리의 목 은 구체 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항 제1문 제2호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된 개인정

보는 다른 목 을 하여 제공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3) 다른 목 을 한 제공 는 이용은 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법하다. 

1.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때

2. 범죄의 수사를 하여, 는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 에 한 험을 피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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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때

3. 고, 시장조사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목 인 때. 다만 이 경우 제공 는 이

용되는 개인정보는 일정 범 의 사람들에 한 명부형식으로 된 개인정보여야 하

고, 그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a) 당해 정보주체가 그 명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b) 직업, (c) 이름, (d) 직책, (e) 학학 , (f) 주소 그리고 (g) 출생연도에 한정되

어야 하며, 그리고 당해 정보주체가 그 제공이나 이용을 못하게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일체 없어야 한다.  

4.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 의 이익을 하여 필요한 때. 다만, 이 경우 그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이익이 그 목 의 변경을 못하게 할 정보주체의 이익보

다 월등히 우월해야하고, 한 그 연구의 목 이 비상한 노력이 없이는 다른 수단

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고, 시장조사 는 여론조사를 목 으로 이용 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처리기 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한 목 의 

이용 는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시장조사 는 여론조사의 목 으로 연

락을 받았을 때,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처리기 의 신원과 자신의 거부권에 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처리기 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를 이용하여 [  목 으로] 연락을 취하는 자는 그 개인정보의 출처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

자에게 고, 시장조사 는 여론조사를 목 으로 하는 처리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수령인은 그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목 으로 처리 는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시켜야 한다.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그 제공받은 목 을 해서만 그 정보를 처리하거

나 이용할 수 있다. 민간기 이 다른 목 을 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한하여 그것이 

허용된다. 공공기 이 다른 목 을 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 제14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한하여 그것이 허용된다. 

제공하는 기 은 이 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일반 개인기록”의 처리의 합법성 기 이다. “특수 개인기록”의 처

리의 합법성 기 은 동조(제28조)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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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신의 업무목 을 한 특수 개인기록(제3조 제9항)312)
의 수집, 처리 는 이용

은, 정보주체가 제4a조 제3항의 방식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

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합법 이다.   

1. 정보주체가 물리 으로 는 법 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정보주체

나 제3자의 한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때

2. 문제의 특수 개인기록이 정보주체에 의하여 공공의 역에 명백히 놓이게 된 때

3. 법  권리를 입증하거나 행사하거나 는 방어하기 하여 필요하고, 그 수집, 

처리 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할 압도 인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는 때

4. 학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이익이 

그 수집을 하지 못하게 할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월등히 우월하며, 그리고 그 연구

의 목 이 비상한 노력이 없이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때  

(7) 특수 개인기록(제3조 제9항)의 수집은 한 다음의 경우, 즉 방의학, 의학  진

단, 치료 는 건강 리서비스의 리를 하여 필요하고, 한 그 정보가 의료 문

가 는 그에 상응하는 비 유지의무를 지는 자에 의하여 처리되는 때에는 합법 이

다.  제1문의 목 을 한 특수 개인기록의 처리  이용은  제1문의 의료 문가 

등이 지는 비 유지의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8) 특수 개인기록(제3조 제9항)은 다른 목 을 하여 제공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이 충족되거나 는 제7항 제1문의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범죄의 수사를 해서 는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 에 

한 상당한 험을 피하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제공이나 이용은 한 합법 이다. 

(9) 정치 , 학문 , 종교  목 이나 노동조합의 목 을 가진 비 리단체는 그 단체

의 활동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수 개인기록(제3조 제9항)을 수집, 처리, 이용할 

수 있다. 제1문은 그 단체 구성원들의 개인기록 는 단체의 목 과 련하여 정규

인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기록에 한해서만 용된다. 이들 개인기록을 단체

의 외부 사람이나 기 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직 제4a조 제3항[정보주체의 동의방식]

의 요건 하에서만 합법 이다.  제3항 제2호는 용된다.  

한편, 고 등 처음부터 제3자에게 제공하기 한 목 에서 개인기록을 처리하는 

312) “특수 개인정보라 함은 인종  는 민족  출신, 정치  견해, 종교  는 철학

 신념, 노동조합 가입여부, 건강이나 성생활에 한 기록을 말한다.”(제3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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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수집  기록의 법  기 을 제2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제3자 제공을 목 으로 하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개인기록의 수집  기록)

(1) 제3자 제공의 목 , 특히 고, 정보제공서비스, 상업 인 주소목록작성, 시장조

사나 여론조사를 목 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기록을 수집, 장 는 

수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허용된다. 

1. 자신의 개인기록이 수집, 장, 수정되지 못하게 할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때

2. 당해 개인기록이 일반 으로 근이 가능한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거나 

는 당해 개인정보처리기 이 그 개인기록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때. 다

만, 자신의 개인기록이 수집, 이용 는 처리되지 못하게 할 압도 인 정당한 이

익이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처리의 목 은 구체 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목 과 련한 제3자 제공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1. (a) 개인기록을 제공받는 제3자가 그 개인기록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확실

하게 증명하거나 는 (b) 제28조 제3항 제3호에 열거한 개인기록이 명부형식으로 

편집되어 고 는 시장조사나 여론조사의 목 으로 제공되는 경우,  

2. 자신의 개인기록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못하게 할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때.  

(3) 생략

(4) 이 법 제28조 제4항  제5항은 제공받은 개인기록을 처리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에 용된다. 

(5) 제28조 제8항  제9항은 용된다.  

이처럼 독일은 명시 으로 고회사나 여론조사기 이 마 이나 여론조사 

등의 목 을 하여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제공하는 것을 

원칙 으로 허용하되, 다만 그러한 목 의 수집․제공을 정보주체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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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가. 개

일본의 민간부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의 경우보다 민간기 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합법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더욱 폭넓게 인

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컨 , 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 국, 독일은 정보처리가 합법 인 것이 

되기 한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여러 가지 정당한 목 과 상황에 한 

요건들을 구체 으로 열거해 놓고 있다. 물론 이들 요건이 단히 폭 넓은 것이긴 

하지만, 어도 이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단되는 경우에 그것은 불법 인 

정보처리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아  합법성 단을 한 목 과 상황에 한 구체 인 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기 이 자신의 임의의 목 을 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수집에 있어서 “이용목 ”을 특정하도록 하고 그 목 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이

용하도록 하는 요건이 있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측면에서 불

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이용목 의 특정” 요건은 유럽의 경우에 당연

히 요구되는 요건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합법성의 요건을 구체 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수집”과 “내부 인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그 이용

목 만 특정하면 할 수 있으나, “제3자 제공”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 제공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범 하게 허용하고 있다.  

나. 수집  이용의 법성 요건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취 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 을 가능한 한 특정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원칙 으로 정보주체의 사  동의 없이는 그 특정된 이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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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성에 필요한 범 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 하여서는 안 된다(제16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특정된 이용목 의 달성에 필요한 범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그 범 를 넘어

서서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병 

등에 의한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승계 이 의 이용목 에 구속되고, 합병 후 그 범

를 넘어서서 개인정보를 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6조 제2항). 

그러나 여기에는 4가지 외가 있다(제16조 제3항). 즉, 이들 외의 경우에는 정

보주체의 사  동의 없이도 이용목 의 범 를 넘어 개인정보를 취 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목 의 특정) ①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 함에 있어서 그 

이용의 목 (이하 “이용목 ”이라 한다)을 가능한 한 특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이용목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의 이용목 과 상

당한 연 성이 있다고 합리 으로 인정되는 범 를 과해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용목 에 의한 제한) ①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된 이용목 의 달성에 필요한 범 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해 다른 개인정보취 사업자로부

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승계 이 의 당해 개인정보의 이용목 의 달성에 필요한 범 를 넘어서 

당해 개인정보를 취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근거한 경우

2. 사람의 생명, 신체 는 재산의 보호를 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

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공 생의 향상 는 아동의 건 한 육성의 추진을 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

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국가기  혹은 지방자치단체 는 그 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하여 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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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3자 제공”의 법성 요건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사  동의가 없이는 원칙 으로 본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데이터
313)

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23조 제1항). 그러나 여기

에는 4가지 외를 설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들 외 인 경우에는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밖에 보다 일반 인 외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즉, 정보주체의 사후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 제공을 정지한다는 조건 하에 련 사항들
314)

을 사 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

거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외는 매우 범 하게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인데이터를 제

공받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명시 으로 열거하고 있다(제23조 제4항). 

제23조(제3자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근거한 경우

2. 사람의 생명, 신체 는 재산의 보호를 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

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3. 공 생의 향상 는 아동의 건 한 육성의 추진을 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4. 국가기  혹은 지방자치단체 는 그 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313) “개인데이터라 함은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2조 제4항). 

314) “1. 제3자 제공을 이용목 으로 한다는 , 2.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 3. 제3자 제공의 수단 는 방법, 4. 본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당해 본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정지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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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에 하여 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때

②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데이터에 하여, 본인의 요청

이 있는 때에 당해 본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정지하는 것

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하여 미리 본인에게 통

지하거나 는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때에는, 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3자 제공을 이용목 으로 한다는 

2.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

3. 제3자 제공의 수단 는 방법

4. 본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당해 본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데이터의 제3자 제공

을 정지한다는  

③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항 제2호 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변경하는 내용에 해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

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데이터의 제공을 받는 자는 

 3항의 규정의 용에 해서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개인정보취 사업자가 이용목 의 달성에 필요한 범 내에서 개인데이터의 취

의 부 는 일부를 탁하는 경우 

2.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수반하여 개인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3. 개인데이터를 특정의 자와의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지  

공동으로 이용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의 범 , 이용하는 

자의 이용목   당해 개인데이터의 리에 해 책임을 지는 자의 성명 는 

명칭에 하여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

고 있는 때

⑤ 개인정보취 사업자는,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용하는 자의 이용목  는 

개인데이터의 리에 해 책임을 지는 자의 성명 혹은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하는 내용에 해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

태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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