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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1994년에 우리사회는 소위 ‘지존파 사건’으로 사회전체가 술 거린 일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불법 판매조직으로부터 구입한 백화점 우수고객

회원명단이 범죄목적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의 부당한 수집과 이용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극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정보화의 편리성 뒤에 숨어있는 개인정보의 손쉬운 노

출은 개인 인격의 말살이라는 사생활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우리들

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정보사회는 유용한 정보를 신

속히 유통·가공·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술과 기반은 더욱 발전하여 국가적으

로 국민생활에 물질적 정신적 풍요제공,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

공, 원활한 정보교환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

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으로는 물리적 거리장벽의 해소에 따른 정보의 자유

로운 교환, 인간생활에 유용한 정보의 국제적 공유, 국가간 지역간 문화교

류의 증대, 전자상거래에 의한 국제교역의 증대 등 개별 국가의 이익 증가

뿐만 아니라 인류전체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용이해질 것이

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화는 긍정적인 순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및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의 불법판매, 온라인 사기, 컴퓨터 해킹, 음란정보

의 유통 등 기존 산업사회에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기반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빠른 확산은 고도화된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정보를



보다 쉽게 수집·저장·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보기술의 채택으로 인

해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과거에 비해 훨씬 증대된 것이 사

실입니다. 개인정보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판매 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

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일상생활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침해의 원인, 과정, 그 결과를 미시적이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

습니다. 특히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개인과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기

업, 조직, 웹사이트 간의 계약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

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예방하고 이 분야의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

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수사자료 열람을 기꺼이 허락해주신 서울지방검

찰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1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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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 연구배경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의식조사에 기반하여 사생활과 개

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제기하거나, 법률해석론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

호권의 토대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기원과 법적 근거,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을 지적하고 그 대응책으로 외국의 입법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은 개

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를 정보화라는 기술적 측면에서만 파악함으로써 개

인정보의 침해가 근대국민국가 및 정보자본주의의 감시체제적 특성에 내

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를

국가와 자본의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문제로 규정하는 논의들이 등

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그 논의가 거시적 수준에서 진행됨

으로써 거시적 기제들이 미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에 대한 분석

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되고 있고, 그 수집된 자료가 어떤 식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일상의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 연구주제

이 연구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와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정보수

집자·정보이용자간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침해의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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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두 가지 이론적 접근, 즉 합리적 선택이론과 학습이론을 현실에 적용

시켜볼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의 정보제공 행위가 정보주체의 면 한 이익

계산의 결과의 측면보다는 강제화된 동의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이고 습관적

인 행동의 결과라는 점에 의해 보다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련된 현재의 계약상황이 좀더

평등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 보호전략이 국가나 기

업 중심에서 정보주체의 중심으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

하여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주체인 일반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

의 감시에 맞서는 역감시(antisurveillance)의 권리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남용되는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 규제방식에다 기업부문의 형식적

인 자율규제가 뒤따르는 모델로는 곤란하고, 역감시의 한 형태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이 국가와 기업의 규제노력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삼각체제모델

이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3 . 이론적 논의의 검토

가. 정보제공 행위의 설명이론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전망이 도출될

수 있다. 하나는 정보주체(소비자)의 행위를 정보제공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과될 비용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될 이익간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망을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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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나 행위를 연구하는 경

학적 연구나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주체의 행위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실적 경

험에 의해 학습화된 것이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

고, 웹사이트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이

나 웹사이트 이용 등을 포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은 삶의 질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

자발적 동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습관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견해를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습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나. 개인정보 보호 모델

1 ) 시장규제모델

시장규제의 특징은 강제화된 규칙이나 규제수단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

면서도 시장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의 전략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수용

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규제는 다소 이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

다. 하지만 순수한 시장규제 모델은 개별 기업의 사생활 남용의 욕구를 제

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현실성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시장의

현실이 시장의 이상을 반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기본적으

로 ‘시장’은 이윤에 의해 작동되는 곳이다. 개인정보가 상업적인 이윤을 형

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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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펼치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확

보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이라는 방향으로의 발

전이 예견되는 것이다.

2 ) 국가개입모델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시장의 흐름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강제력

을 동원하여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개입 모델의 기본 입

장이다. 국가개입 모델이란 개인정보의 침해와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의거한 법집행으로 개인정보를 보

호하는 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개입 모델은 법, 지침, 명령 및 법

원의 판결 등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장하며, 정부기관으

로 하여금 이를 감시, 감독,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국가개입 모

델은 강제력을 통한 개인정보 남용의 억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침해에

대한 법적인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에 유리한 측면을 지닌다. 하지만 규제 자체가 과

잉으로 흐르거나 행정업무의 편의성만을 추구함으로써 역으로 규제가 미

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예측불허의

현실 세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가 규

칙을 제정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과도한

비용도 문제로 등장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는 물론이고, 제정된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감독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한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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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익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 제정을 사전에

봉쇄하는 경우 국가개입 모델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3 ) 자율규제모델

자율규제 모델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스

스로가 규제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약

이나 윤리강령, 지침 등을 제정하며, 이에 의거하여 집행 및 감독기능을

행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강제력이 없는 대신에 업체 스스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시행하기 때문

에 개인정보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에 용이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자율

규제는 업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에 보다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 스스로가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표

준을 작성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율규제는 시장에서

의 경쟁보다는 담합이나 독점으로 흐를 위험성을 안고 있다. 카르텔의 형

성은 자율규제의 고전적인 맹점이다. 즉 회원사간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새

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봉쇄할 우려도 있다. 업계의 전문지식 역시 자체 이

익에 기반 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제재의 비현실성, 업계의 평판

에 의한 손실, 개별기업의 이해갈등, 업계중심으로 기술표준을 제정함으로

써 야기되는 사생활 침해의 증가 등도 자율규제의 한계로써 지적되는 것

들이다.

4 . 자 료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는 개인정보 침

해사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이 자료는 1999년과 2000년에 서울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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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 및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청에서 처리한 182개의 ‘개인정보 침해사

건’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하 다. 여기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란 ‘공

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통신비 보호법’ 등에 의해 그 행위가 금

지된 개인정보의 침해사건을 말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자료들은 실생활에

서 발생하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침해유형들과 그 과정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둘째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설문

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2001년 9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성인이고, 표본수는 1,050명이다. 이 자료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 침해피해 실태,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태도

와 행동양식 등을 파악하게 된다. 셋째는 개인정보보호센터, YMCA 시민

중계실,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및 한국디지털법연구소 등

에서 실시한 개인정보 침해실태조사들의 결과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실

시한 피해조사의 보완적 자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5 . 주요한 분석결과 및 논의

가. 개인정보 침해실태

1 ) 일상생활에서의 피해

개인정보의 유형 중 개인신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의료정보, 신용정보, 법률위반기록을 중심으로 그 침해 피해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지난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건수와

피해율을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출되

는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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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년 간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한 적이 없는 금융기관, 보

험회사,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상품을 선전하는 전화나 우편물 등을 받

은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622명으로, 그 비율은 59.2%로 집계되었다. 또

자신이 전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회원카드(membership

card) 등이 자신에게 배달된 일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236명으로서, 그 피

해율은 22.5%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의 침해피해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신용

정보가 불법 수집되거나 불법 유출된 적이 있었던 사람은 106명으로 그

피해율은 10.1% 다. 지난 1년간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

게 신용카드나 통장 등을 발급 받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37명으로 그 피

해율은 3.5%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료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수

집되거나 혹은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피해는 모두 21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율은 2.0%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자신

의 법률위반기록이 외부에 부당하게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20명으로서 그 피해율은 1.9% 다.

2 ) 온라인에서의 피해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발생한 7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살펴

봤는데, ID나 패스워드의 도용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1.3%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는

일(19.5%)이었다. 계속해서 전자문서(웹콘텐츠 포함)의 도용 · 변조 ·

파괴(7.2%),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5.3%), 몰래카메라에 의한 사

생활 침해(4.4%), 신용카드의 도용(4.1%), 사이버뱅킹이나 사이버증권의

개인정보 침해(3.8%)의 순으로 그 피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불명의 전자우편, 일명 ‘스팸메일’의 피해경험을 보면, 지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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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정도가 스팸메일을 수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팸메일의 피해정도를 보면, 날마다 스팸메일을 수신하는 경우가 26.4%

로 나타나고 있다. 2-3일 간격으로 스팸메일을 수신한다는 응답비율은

20.7% 고, 4-6일 간격으로 수신하는 비율은 6.0%, 1주일 간격은 8.2%,

2-4주 간격은 2.8%, 1개월 간격은 3.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뜸하

게 스팸메일을 수신한다는 응답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나.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분석

1 ) 온라인 이용자들의 정보관리 실태

정보관리 유형에는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즉 정보제공 성향은 높고,

그에 대한 통제성향은 낮은 ‘자유방임형,’ 정보제공 성향과 통제성향이 모

두 낮은 ‘무관심형,’ 정보제공 성향과 통제성향이 모두 높은 ‘선택적 통제

형,’ 정보제공 성향은 낮고 통제성향은 높은 ‘철저한 통제형’의 네 가지이

다. 이 네 가지 유형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제공 성향은 높

고 통제성향은 낮은 유형(자유방임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절반이 넘는 51.6%가 자유방임형에 속하고 있었다. 즉 인터넷 이

용자의 절반가량이 자기의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 사후관리에도 무관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

통제형,’ 즉 정보제공 성향과 정보통제 성향이 모두 높은 경우로서 그 비

율은 29.7% 다. 정보제공 성향과 통제성향이 모두 낮은 ‘무관심형’은

9.7% 고, 정보제공 성향은 낮고 통제성향은 높은 ‘철저한 통제형’의 비율

은 9.0%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바탕을 둘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

는 자유방임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허

술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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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과 학습이론의 비교

정보제공 행위는 평소의 습관에 향을 받는다는 설명방식(학습이론)과

합리적으로 계산된 행위(합리적 선택이론)라는 설명방식 중 어느 견해가

좀더 현실적합성을 갖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해봤다. 두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모형과 학습모형 모두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하

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모형에 의하면, 웹사이트의 명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웹사이트의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모형에 따르면, 정보제공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웹

사이트에 제공한 정보가 더 많았으며, 정보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웹사이트에 제공한 정보 양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

보제공의 양은 평소 그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하는

습관적 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두 모형의 설명력 정도를 비교한 결과,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정

보제공 행위가 합리적 선택모형보다는 학습모형에 의해 좀더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합리적 선택모형의 전적으로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들의 온라인에서 행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그 사람의 평소

습관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제공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자신이 새로 가입하려는 웹사이트의 명성이나, 신뢰도, 이익,

공정성 등에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소 자신의 정보를 잘 관리하고 통제해왔던 사람들의 경우

에는 웹사이트의 다른 조건(이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들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에 인색한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웹사이트 명성

은 학습적인 정보제공의 성향을 좀더 강화하거나, 정보제공에 따르는 부담

감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정보제공 행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

2 3



해볼 수 있었다.

다.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쟁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1 ) 개인정보의 상업화

① 태도분석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자동차 품질평가단에 응모한 사람들

의 정보를 이용하는 마케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적

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14.4%, ‘반대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39.9% 고,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1.7%,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7.7%로

나타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이와 같은 마케팅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수집하

려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람들의 정보가 활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응답

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가 개인정보의 이차적 사용의 이유를 들어 데

이터베이스 마케팅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42.2%는 이

러한 정보수집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입장과 후자의 입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가 상

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입장은 이중적인데, 정보의 이차적 사용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까지 반

대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마

케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6.1%로 매우 낮

았다.

반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기업과 고객

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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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비자의 특성에 맞

는 개별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는 점으로써 그 비율이 33.5%로 나타났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제한을

가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사람은 13.1% 고,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10.4%, 이를 제한하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5.4%로 집계되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 찬성하는 이

유로 ‘계약’논리와 ‘편의성’의 논리가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논

리를 내세워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품질평가단의 모집에 응모한 것은

자동차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도 좋다는 암묵적 동의가 전제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해’을 근거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활용이 기업

은 물론 (잠재적)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본다.

② 정책적 시사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은 정보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검토해보면,

사람들이 정보의 상업화 자체를 부정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여기서의

쟁점은 기업이 정보제공과 관련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 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법률은 개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들로부터 동

의를 구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원래의 목

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이미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

보주체로 하여금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견

이러한 조치들은 계약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들로 보인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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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자들이 개인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정보제

공과 관련한 현재의 관행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이다.

우선 대부분의 웹사이트나 신용카드, 백화점 고객회원 가입시 회원들의

정보가 제3자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약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

를 공유하는 대상들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이트인지, 정보이용에 대해

신뢰할만한지 보통의 사람들로선 잘 알 수 없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보통사람들의 처지이다. 정보의 일차적

수집과 이차적 이용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나 웹사이트는 한번의 동의절차로써 이 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정보는 제공하겠지만 다른 기업과의 정보공유에는 반대하는 사람

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 정보철회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

가 발생한다. 이미 제공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정보

주체에게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자신에게 관한 모든 정보기록이

삭제되는지 아니면 광고발송용 이메일 목록에서만 삭제되는지 확인할 방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OECD가 제안하고 있는 공개의 원칙과 개인참여

의 원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조직과 기관이

개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신의 정보가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이나 기관

들은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신뢰할만한 조직 혹은 기관들인지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개인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물론이고, 요

청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시에 이를 명확히 밝히는 일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철회를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명문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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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그 정보가 결코 다시 사용되거나 다른 조직 등에 제공되는 일

이 없다는 것을 정보제공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

시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락할 경우 어

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

을 알리고, 정보주체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관행화 되고 있는 약관의 포괄적 내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절차는 시

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항목마다 동의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될

개인정보의 선택권이 고객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을 구분한 뒤, 선택항목의 공개여부를 고객이 정하도록 하고, 기업은 선택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① 제공 가능한 정보, 제공할 수 없는 정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정보는 제공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유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 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개인신상

에 관한 것, 가족에 관한 것, 직업에 관한 것, 자산 혹은 부채에 관한 것,

의료 혹은 신체적 특성 등에 관한 것, 취미 및 기호에 관한 것 등 여섯 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 다. 그 결과에 의하면, 가장 공개하기 쉬운

정보유형은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명, 혼인상태, 좋아

하는 음식,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순서 다. 반면 가장 공개하기를 꺼

려하는 정보는 부채 으며, 은행잔고, 신용카드 정보, 주식 · 채권 · 유

가증권 정보, 성적 취향, 부동산 정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비디오

대여기록, 자격증 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공 가능성과 거부 가능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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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 정보 유형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정보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정보들은 가장 공개될 수 없는 유형들이었

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적 취향, 가족의 질병력이나 본인의 신체장애와 같

은 의료정보, 가족관련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시민들은 재산정

보, 성생활, 질병정보, 가족정보 등을 노출되었을 때 가장 사생활 침해 가

능성이 높은 정보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공하기 용이한 정보유형들을 순서대로 보면, 성별,

성명, 혼인상태와 같은 개인 신상정보, 기호식품이나 TV 프로그램, 생리적

신체적 정보, 거주지 관련정보, 직장관련 정보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

로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된 정보들은 이미 외부에 알려져 있

거나 공개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가장 쉽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

과는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사실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와 더불어 개인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별 거부감을 갖지 않

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름,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

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형성된 태도가 아닐까 생

각한다.

② 노출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정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는 정보는 주민

등록번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소, 신용상태, 재산상황,

성명, 직장정보 등이 외부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높은 정보로

평가되었다. 반면 종교활동, 출신지, 정당활동, 취미·기호 등은 노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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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앞의 허용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이러한 결과는 주목

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느끼는 정보

유형과 공개하기를 주저하는 정보유형이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

민등록번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민등록번호”라는 정보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의 순위는 매우 높지만, 실제 이 정보를 기업에게 제

공할 수 없다는 비율이 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주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부 노출에 따른 위험 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허용도 역시 비교

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록의 경우 정보 허용도는 매우 낮은 유형에

속하고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가능성의 순위는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다.

③ 정책적 시사점

개인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이 제공하기를 꺼려

할 뿐만 아니라 노출에 따른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유형들이다. 하

지만 이러한 정보조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웹사이트 성격이나 지향성에 따라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정보들도 수집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정보들이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 있

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한데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식별번호(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로서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의 통합(record intergration)이나

다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 매

칭(computer matching), 이를 통한 컴퓨터 프로파일링(computer profiling),

컴퓨터 신원조회(computer screening)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민등록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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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은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침해당한 자들에 대한 구제규정이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들로 규

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에 관한 별개의

자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핵심정보의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은 수집할 수 정보의 종류를 계약의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그 종류를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필수항목은 제외하고 선택항목에 대해서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자들은 특정 정보

가 왜 필요한지를 정보제공자들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그리고 특정목적을 위한 다른 대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사생활침해 가능

성이 높은 정보의 수집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신

원의 확인을 위해서라면 주민등록번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성명이나

주소 등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

나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공연

하게 행해지고 있다.

정보제공자들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의 관행은 한번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개인들의 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게 되는

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을 정보수집자가 아닌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

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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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검토와 효과적인 보호방안의 탐색

1 ) 개인정보 남용의 효과적인 규제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

일반인들은 국가개입 모델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절

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5%의 응답자가 가장 효과적인 보호방법으로써 정

부의 엄격한 규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

지한 항목은 “일반 개개인 스스로가 조심하는 일”이었으며, 그 비율은

18.0%로 집계되었다. 한편 기업의 자율적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

은 16.5% 으며, 정보보호 기술 개발이 가장 효과 있다는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

율은 9.0%로 나타났다.

국가개입 모델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된 것은 현재의 정보시장

에서 불평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일반 정보주체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

이다.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

면, 그에 필요한 제반 법령과 제도들을 구비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시행

여부를 국가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시민 스스로가 조심하는 일”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시민

들의 체념적 심정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나 기업 모두 개

인들의 사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이 반 된 응

답결과라고 생각된다. 시민 스스로 조심하거나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효

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합하면 27.0%가 된다. 이것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4명 중 1명이 시민부문의 중요성을 지적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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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행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검토

현재 한국사회의 규제형태는 정부규제 중심에 자율규제가 보조적으로

수반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정부주도하에 구성된 민간기구로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시키는 동기유발적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

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강력한 국가주도의 규제모

델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개입 모델을 채택하고 있

는 나라들의 특징은 모두 포괄적인 법률을 통해 공공분야와 사적인 역

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각기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더욱이 1999년까

지만 해도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각기 성격이 다른 다양한 법률들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법률들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모두 전산처리된

개인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산처리 되지 않은 정보까지 포함

하는 유럽식(스웨덴, 스페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모델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이원화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전산처리된 데이터에 한정하는 우리나라의 모델은 유럽식

모델에 비할 때, 법률에 의한 사생활 보호의 규제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법률들의 세부

적인 한계나 입법상의 허점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하는 전략 자체에 있다. 근대 이후 공적

역의 지속적 확장에 의해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역과 개인 및 시민사회

로 이루어진 사적 역간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정체성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

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재형성되는 것이며 나아가 공동체의 바람직한

운 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의 디지털화가 개인정보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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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측면이 민간 역에서의 정보의 오용과 남용

인데, 공적 역과 사적 역의 엄격한 분리에 입각한 접근법은 이러한 현대

적 문제점을 단순한 사적 분쟁의 역으로 왜곡시킬 위험성이 많다.

3 ) 대안적 접근

① 역감시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재조정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효과적인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반 개인들은 보호되어야할 대

상이거나 이용할만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될 뿐이다. 그것은 정보사

회에서의 국가와 시민, 자본과 시민간의 감시와 피감시라는 일방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힘든 모델들이다. 이러한 일방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antisurveillance)가 가능해야 한

다. 역감시의 권리는 근대국가에 의한 강력한 감시사회망의 형성과 이에

따른 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의회제도의 희석화에 따라

새롭게 부활되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② 통합적인 삼각규제모델의 지향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전략은

국가개입모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가 형식적으로 보

조하는 형태라고 하 다. 하지만 국가개입 모델만으로는 우리사회의 개인

정보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의 강제력은 개인정보를 불법적

으로 수집하고 이를 남용하는 기업이나 조직, 웹사이트들보다는 개인적 차

원에서 이를 침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리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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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일일이 통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

화하는 환경에 국가의 규제수단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으

로 어렵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국가개입 모델과 병행하여 형식적으로만 작동되고 있는 자율규제 모

델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 모델의 한계는 그 자율성을 법률로써 강제하기가 어렵

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 국가개입 모델과 자율규제 모델은 다시 시민

운동 모델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이 존재한다. 시민운동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의 나태함과 개인정보의 남용에 따른 기업의

비윤리성을 동시에 견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시민운동이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정책뿐

만 아니라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

한 전략적인 대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증제도나 옴

부즈만(ombudsman)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나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 등을 적극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셋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운동의 대중화와 전문화

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적 참여시스템을 형성하여 시민적 감시

체제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술적 변화의 폭이 크고 따라서 새로운 프라

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발생하는 상황을 따라갈 수 없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전문역량의 결집을 통해 정책적인 판단과 입장을 강화해 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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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연구목적

1 . 배경적 논의

2001년 10월 26일 SBS 8시 뉴스와 KBS 9시 뉴스에서는 소위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 다.1) “여러분의 개인정보

가 단돈 10원에 나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표를 비롯

한 온갖 개인정보 자료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

다”로 시작되는 이 뉴스는 시민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적힌 관공서의 서류

들이 노점상들이 사용하는 봉투로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

것이었다. 이 붕어빵 봉지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본적과 호주, 병

역자료, 출생이후의 주소변경사항 등 한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심지어 부동산 목록이 정리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과 내역서, 신

용카드번호까지 붕어빵 봉지로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규정상 개인정보

가 담긴 관공서의 자료들은 완전 소각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

지로 팔려 봉지를 만드는 공장에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뉴스보

도에 따르면, 관리책임이 있는 관청은 규정대로 폐지로 분류해 처분했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 다. 폐기용 공문서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처리

를 소홀히 한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담당자 역시 중간

에 화물차 기사가 욕심을 부려 유출시켰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 다.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것이 공공연히 돌아다

1) 자세한 보도내용은 SBS 홈페이지(http://sbs.co.kr), KBS 홈페이지

(http://www.kbs.co.kr)이나 진보넷 홈페이지(http://cham.jinbo.net)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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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이 사건이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한 시민단체의 노력 덕분이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운동에 앞장서 온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제가 된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 다.2)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수집한 증거물은 공공기관의 문서가

12종, 금융기관의 문서가 3종으로 총 15종이었다. 여기에다 수집은 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문서까지 포함하면 그 종류나 분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 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의해 확인된 12종의 공공기관의 문서는 “세대현

특수주소 레코드대장, 일일처리현황(집계표), (전출입관련)일일처리내역, 자

료수신내역, 자료송신내역, 통합공과금체납수용가내역서, 조정 및 수납·미

수 집계표, 조사대상필지부(지가조사부), 토지특성조사표, 종합토지과세내

역서,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사표” 등이었다. 확

인된 금융기관의 문서로는 “신용카드 발급대장,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서,

기한부예금만기도래명세(잔액 100만 원 이상)” 등이 있었다. 특히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에는 무려 87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사표”에는 가족에 대한 33개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

었다.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에는 소유토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2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었으며, “조사대장필지부(지가조사부)”에는

토지에 관계된 32가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

의 기록항목은 공공기관의 문서에 비해 양적으로는 적었지만 외부에 노출

되었을 때는 그 피해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정보들이었다. 예를 들어 “채무

추심상황진행내역”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부상의 연락처,

2)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자유게시판을 참조할 것.

(http://cham.jinbo.net/maybbs/view.php?db=fprint&code=free&n=847&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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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락처, 현재 추심상황, 최초연체일, 직장주소나 전화번호, 미 환급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한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듯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 과 자

유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해야할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과

고객의 비 을 유지하고 업과 관계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금

융기관들이 국민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고 안이하게 다루

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 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를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의 소홀

한 관리문제로 한정짓는 것이 적절한 일일까? 오히려 그것은 국가나 기업

들이 개인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생산하거나 수집하며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 아닐까? 따라서 우리들의 시선은 정보의 관

리문제보다는 왜 그리고 어떻게 정보가 생산·수집되며,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에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른바

‘정보사회’란 정보 및 지식이 산업구조의 중심인자가 되는 사회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정보사회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 정보, 서비스, 지식이 물질을

대신하여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식산업, 지식경제, 정보경제가 활

성화된 사회이다(Machlup, 1962; Drucker, 1968; Porat, 1981). 그런데 정보

사회는 정보경제의 형성이라는 경제적 차원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정보사

회에서는 정보가 권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동한다. 이를 ‘정보권력’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삼, 1998: 43-44). 정보사회에서는 권력행사의 대상이

객체(개인 혹은 조직)의 신체나 구조에서 객체의 정보로 대체된다.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통해 객체를 지배하는 것이 정보사회의 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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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때문에 정보의 수집, 처리, 보유를 통한 지배가 보편화된다. 이렇

게 정보에 의해 주체가 감시되고 지배됨에 따라, 주체는 감각을 가지고 사

유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보다는, 서류양식이나 전자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구성요건에 의해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부여받는 존

재로 전락한다. 사유하는 주체보다는 그 주체의 정보가 더 신뢰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문제는 곧 지배(dominance)와 감시

(surveillance)의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누구의 무엇을 위한 지배와 감시

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함에 있어 기든스(Giddens, 1991)의 논의

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기든스는 현대사회에서의 정보의 소유여부는 권력

의 형성과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정보는 국가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근대성을 구성하는 제도적 차원

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경쟁적인 노동과 상품시장 안에서의 자본

축적 차원인 ‘자본주의’, 둘째, 자연의 변형과 관련된 ‘산업주의’, 셋째, 전

쟁의 산업화와 관련된 폭력수단의 통제차원인 ‘군사적 힘’, 넷째, 정보에

대한 통제와 사회적 관리의 차원인 ‘감시’ 등이다. 기든스의 논의에 따르면

근대사회에서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중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서이다. 하나는 근대사회(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대민족국가)가 직면

하는 대내외적인 물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익명의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서 비롯되는 불안,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후

자의 측면은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대면적 인간관계를 위주로 구성되었던

공동체에서 익명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구성되는 결사체로 사회가 이행함

에 따라 사람들간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수집이

절실해졌다. 조직의 다양화, 이해관심의 다양화, 익명적 대상과의 빈번한

접촉, 일시적인 거래의 보편화, 추상체계에 대한 신뢰의 요구 등은 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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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어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수집을 요구한다. 그것은 대상의 정

보와 대상에 대한 감시와 연관된다.

현대사회에 있어 개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요한 주체는 국가와 자본

이다. 국가는 사회적 분화에 대한 대응, 국가권력의 유지와 첩보활동을 위

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또한 복지국가의 등장은 국민들에게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

푸코는 ‘생성적 권력(productive power)’ 개념을 통해 국가가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논리를 잘 천착한 바 있다(Foucault, 1978). 국가의

역할 중에서 인구(population)의 관리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구는

한 사회의 생산성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산, 교육, 보건, 노동력

의 생산과 재생산 역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인구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생산력으로서의 인구,

권력유지를 위한 감시대상으로서의 인구, 복지적 혜택의 수혜자로서의 인

구가 그것이다. 결국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통치

(government)의 문제와 직결된다. 물리력에 의한 지배로부터 이데올로기

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배의 준거가 바뀜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에 대

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통치기반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

해지게 된 것이다. 푸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근대시민국가의 성

립은 역설적으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개인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 등장한 복지국가는 개인의 생활 역에 더욱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복지국

가는 개인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위상을 보편화시켰으며, 후견활동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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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감시하는 명목으로 작용

하 다.

국가와는 다른 이유에서 자본 역시 개인정보에 관심을 보인다. 개인정보

와 관련해서 자본이 관심을 갖는 객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동자

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적) 소비자이다. 다시 말해 자본은 노동자를 통제

하고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들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자본은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이 점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역사적 변화, 즉 포디즘

(Fordism)에서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으로의 이행에 대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이하 고 삼, 1998 : 34-42에서 정리).

자동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자본주의 소비시장

의 활성화에 기여했던 포디즘은 1960년 후반 경부터 자본축적의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첫째, 거대생산설비 시스템은 고정자본 비율을 과도하

게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이윤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다시 저임

금, 실업의 증가, 저소비로 이어졌다. 둘째,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는 소

비자의 다양한 구매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셋째, 직무의 지나친 세분화,

노동의 파편화와 같은 포디즘의 근접감시, 직접통제의 노동통제방식은 노

동자의 저항을 유발했다. 이렇듯 포디즘식 노동통제, 근접감시에 대한 노

동자의 저항, 그리고 이윤의 감소는 자본가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방식을

구상하게 하 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포스트포디즘이다.

포스트포디즘은 극소전자(ME: Micro-Electronics)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노동통제의 유연성과 생산공정의 유연성을 가져왔다. 유연생산체제(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는 새로운 차원의 감시능력을 바탕으로

노통통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유연생산체제에서는 기존의 일관작업기계

에 기초한 직접적 통제방식에다 전자미디어를 통해 작업의 지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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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여부를 감시하는 통제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정보감시기술은 동일한

시공간의 확보가 요구되는 대면적 통제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성립되는 통

제방식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 심지어 감시와 통제를 받는 당사자는 자신

이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감시를 받는다는 느

낌을 받지 못하게 감시되고 있지만 통제의 집중화 정도는 과거의 어떤 생

산체제보다 더 높다(Foucault, 1979). 더욱이 감시통제의 범위가 단위 작업

장은 물론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반경으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유연생산체제는 가변적인 시장상황, 특히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포디즘 생산체제 이후 생활수준이 향상된

대중들은 자신에게 맞는 소비생활을 추구한다. 대량생산된 동일 종류의 상

품을 소비하는 대신,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행위를 자기정체성의 형성(강명

구, 1995) 혹은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의 한 계기(Bourdieu, 1995)로

생각한다. 이제 기업들은 대중들의 절대적 소비욕구를 넘어서 상대적 소비

욕구를 인식함으로써만 잉여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기업은 개인화된 대중의 소비패턴을 어떻게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탈집중화된 유연적 생산체제

에서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소비패턴의 정보를 지속적으

로 수집할 필요가 생긴다. 국가가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펼친다

면, 자본은 ‘소비자’에 대해 부단한 감시를 행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하여 생산방식과 소비패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를 산업자본주

의(industrial capitalism)에서 정보자본주의(information capitalism)로의 이

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고 삼, 1998 : 34). ‘정보자본주의’는 정보

화의 기원이 자본주의적 동기와 깊은 연관을 맺는 생산체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기업은 노동자 관리의 필요, 노동과정 혹은 생산방식

변화의 요구, 판매 및 소비전략의 필요성 등에 의해 정보기술을 도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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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정보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이 시장과 소비자의 동원을 통해 형성된다. 기

업은 소비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포스트

포디즘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산업자본주의에서와

같은 익명의 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생산

방식은 지양된다. 그 대신 구체적인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상품

을 알아내고, 이에 적합한 소비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표적판매(target

marketing)를 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이렇듯 유연생산체제에서는 생산의 개념이 매우 확장된다. 소비자의 기

호를 파악하는 것에서 제품의 폐기와 노동자 훈련 및 탁아소 설치에 이르

기까지 생산개념은 전통적인 생산과정의 전후로 확장된다(Toffler, 1983:

131-62; 고 삼, 1998: 225에서 재인용). 이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개인정

보이다. 개인의 특성, 활동, 기호, 취향, 경제력, 구매패턴, 심지어 욕망까지

새로운 극소전자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의 도움으로 모두 파악된다(Smart,

1992: 84-85). 그리하여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통해 자신을 응시하는 소비

자본주의의 감시망 속에서 갇히게 되었다.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국면에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상화된 현실은 개인과 국

가간의 힘의 관계를 더욱더 심각한 불균형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는 측면

이 있기 때문이다(김종철, 2001: 4). 정보통신기기와 전자화된 자료의 호환

성, 초공간성 및 신속성은 개인에 대한 원격감시, 통합감시를 가능하게 하

여 국가의 감시능력을 극도로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국가의 감시능력의

증대는 개인과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 고,

그 여파로 국민주권국가는 본말이 전도되어 국민들은 수동적인 통치대상

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아가 민간 역에서의 정보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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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는 일반시민

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동체적 삶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

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국민에 대한 정보가 사회체계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사회적 요인들

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정체성을 결

정하는 개인정보들의 집적과 유통은 이 정보 보유자에 의한 ‘감시의 보편

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즉 기술적으로 개인의 전 일생을 모조리

감시할 수 있는 소위 ‘트루먼 쇼’의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3) 이

화에서처럼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왜곡

하고 조작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보혁명의 순기능은 유지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이라는 역기능은 제거함으로써, 개인생활과 공동체적 삶의 진정한 주

체로서의 시민들의 권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2 . 연구주제의 선정

1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논의의 지형

개인정보의 침해와 그로 인한 사생활 위협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도 예

외 없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이를 깊이 있게 다룬 국내의 연구성과들은 그리 많은 편이

3) 피터 위어 감독, 짐 캐리, 에드 해리스, 노아 에머리히, 로라 니리 주연의 ‘트루만

쇼’는 <투르먼 쇼>라는 방송국에 입양되어 특수 제작된 대형세트장에서 살아가는

투르먼을 출생에서부터 성장에 이르는 30년간, 24시간 내내 5천대의 몰래 카메라로

TV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한다는 내용의 화제목이다. 1998년에 제작되었

고 국내에도 개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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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개인정보의 침해와 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다. 그전에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주제로 한 법학

분야의 연구들(권성훈, 1965)이 간간이 있었을 뿐이며, 그 내용도 외국자료

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버시권리의 개념, 법적 성격, 성립요건, 침해유형,

법적 근거 및 한계 등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한문기, 1999).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체계적인 실증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법학뿐만 아니라 행정학, 경 학, 소비자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

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

한 논의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그 기틀이 완성된

한국사회의 ‘정보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그

에 따른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정보화 논의의 또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고 삼(1998: 66-70)은 한국의 정보화 과정이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국가

와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 정책이 시민적 합의나 정보전문가 집단

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둘째, 정보화에 있어 수단적 효율성만이 최우선 가치로 부각되었다. 그것

은 국내적으로는 국가운 관리시스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강력한 국가

경쟁력만이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셋째,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입장

이 과도하게 반 되었다. 이는 정보화 추진의 또 하나의 동기로 경제적 생

산성이 제일 가치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넷째, 국가기간전산

망사업을 통해 일반시민의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항상적으로 연동

되어 수집, 처리, 가공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공적기관이

나 사기업에 의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고,

또 선거 등에서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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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게 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의 또 다른 주체인 정

보생산 및 이용자집단인 시민(사회)들의 기본욕구가 제대로 반 될 수 없

었다. 민간부문이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부문으로 인식

되는 정도 을 뿐이다. 기업부문과 공적부문이 아닌 시민집단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단지 정보화를 통해 선도되거나 정보기기를 구매하는 대

상으로만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일반시민은 단지 정보화의 결과에 의해

혜택을 받는 추상적인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고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욕구

를 가지고 의미를 생산하는 정보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시민이 배제된 한국사회의 정보화는 민주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거나 인권침해가 일상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 역시 조지 오

웰(George Orwell)의 ‘빅브라더(Big Brother)’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

작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열기는 그간 억눌려왔던 시민들의 권리의식을

고양시켰으며, 더불어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개인들의 욕

구도 서서히 드높아갔다. 그것은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인식의 확산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에 행해진 조사연구들(박현심, 1984; 이

재경·박숙자, 198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은 정보화 및 국가

행정전산망의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

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가능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대 초에 행해진 조사(박현심, 1984)에서는 비록 사람들이 프

라이버시의 침해실태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 이르면 개인정보의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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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인식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람들은 개인정보

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노출에 따

른 위험성을 자신의 문제로 깊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재경·박숙자,

1989). 특히 1980년대 말에 실시된 조사연구들은 행정전산망의 확대실시를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탐색하 다. 그 결과들은 공

통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행정전산망의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그에 부수되는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

를 표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염두

에 둔 국민의식조사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의 조사(1989)는 새롭게 제정될 예정에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될만

한 구체적 항목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나 정보형태, 보호

되어야할 개인정보의 내용 등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제

시하 다. 더욱이 앞의 다른 조사연구들과는 달리 개인정보 침해의 구체적

유형과 양상들을 다루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법률 제정의 필

요성을 역설하 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법률들을 고찰

하거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탐색하는 조사연구들이 등장한다. 1991

년에 발표된 차맹진의 연구는 정보산업 관련분야(한국통신, 전자통신연구

소, 통신개발연구원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에 따르면, 사생활 보호문제와 관

련하여 응답자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흥신소에 의한 사

생활 침해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나 민간기업 모두

개인의 사생활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는 미흡하며, 특히 민간기업이 더욱

그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공공기

관과 민간부문을 동시에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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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 점은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의 개념을 중심

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데이터 이용주체에 대한 규제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개인정보 관련 법률제정의 기본방향

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이와 비슷하게 박순백(1993)의 연구도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당시에 입법이 추진 중이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

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호 및 침해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

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사하 다.

이렇듯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조사연구들은 일반시민이나

정보산업관련 종사자, 혹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의 정보침해유형들은 무

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

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전략과 관련해서는 법률을 통한

규제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입법방향에 대한 일반시민, 관련종사

자, 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증조사를 통해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

만 당시의 연구들은 개인정보 침해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부족하고

침해원인이나 그 방법, 과정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못

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홍윤(1994)의 논문은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연구들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이다. 이 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

보의 행정전산망, 공안망 및 금융망의 통합체계 속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

는 과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로 통합정보관리체

계에서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추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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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분류, 통합

의 여러 방식들(컴퓨터 매칭, 컴퓨터 프로필링, 컴퓨터 신원조회)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관료중심주의적 정보관리는 필연

적으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

고 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독

립된 보호기관을 통해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박홍윤의 연구는 통합정보관리체계 아래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발생하

는 조직과 개인, 국가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경험적인 수준에서 분석하 다

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왜 개인정보들이 집산되고

통합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반면 고 삼(1998)의 논문은 개인정보 관련분야의 연구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개인정보 침해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현

대사회를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감시(surveillance)가 일반화된 “정보지배

사회”로 규정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정보는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한

다. 정보지배사회에서의 권력의 중요한 주체는 국가와 자본이다. 국가는

통치기반을 확립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교육, 노동, 경제, 사법, 복지정

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고 관리한다.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에서 정보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이

윤율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고 삼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우리나라 특유의 정

보화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상황, 즉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되었던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의 전개과정과 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입증하려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기간전산망의 개인정보 연동처리망을 분석함으로

써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밝히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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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에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두 부문에서 어떠한 유형의 개인정보의 침해행위들이 나

타나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고 삼의 연구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분

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침해의 구조적 조건과 그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결과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기술할 뿐, 두 측면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한국의

정보화 과정, 즉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 비록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

하는 구조적 조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

적 조건으로부터 침해행위가 곧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

는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주체인 일반시민, 고객, 소비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이를 수

집하고 이용하는 국가,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한다. 왜 정보주체

들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기업은 자신들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

떻게 수집하는지, 개인들로부터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

는지 등을 분석해야한다. 고 삼의 연구는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의 거시적

조건들에 대한 기술에 머물고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경 학이나 소비자학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오

상조, 1995; 남수정, 1998; 노진철, 2000). 이 연구들은 한결같이 소비자들

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atabase marketing)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문제를 규명한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어떠한 조건에

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기꺼이 제

공하게 되는지, 다시 말해 정보제공행위나 그 우호적인 태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밝히려 하고 있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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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과 태도를 분석한 이러한 연구들

은 개인정보 주체와 기업 혹은 행정관서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길

잡이가 된다. 하지만 이 관점에 서 있는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평등한 계

약적 상황에서 개인정보 주체들이 기업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

를 제공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개인들의

정보제공 행위가 강제화된 비자발적 동의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놓치고 있다.

이상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를 다룬 주요한 실

증연구들과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80년대 말

에서 90년대 초에 나타난 연구들은 주로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의 침해실태를 파악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탐구하려

는 조사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9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면 법학분야

를 중심으로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

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1990년대 후반에 가면 거시적이며 구조적인

수준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더불

어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자와 이를 수집 혹은 이용하는 조

직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를 분석하려는 관심도 활발해졌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들은 거시분석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미시분석에 머물고 있을 뿐, 거시

와 미시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의 침해

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험적 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

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휴방식

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이로 인한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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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등이 주된 분석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더욱이 기존의 경험적 연

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동의 하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

수집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정보주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은 하게 수집되고 이용되는 문제

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정보

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감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정

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라면 불법적인 정보수집의 유혹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직이나 집단 혹은 개인의 행위를 분

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요약해보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의식조사에 기반하여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제기하거나, 법률해석론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권의 토대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기원과 법적 근거, 정보사

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을 지적하고 그 대응책으로

외국의 입법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를 정보화라는 기술적 측면에서만 파악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가 근대국민국가 및 정보자본주의의 감시체제적

특성에 내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침

해문제를 국가와 자본의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문제로 규정하는 논

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그 논의가 거시적 수준에

서 진행됨으로써 거시적 기제들이 미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개인정보

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되고 있고, 그 수집된 자료가 어떤 식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일상의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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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주제의 설정

개인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감시기제는 매우 은 하게 작동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통한 감시와 통제는 합법적인 형식을 띠고 진행되는 것이 보

통이므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일이 쉽지 않다. 현재 우리들은 전자적으

로 처리되는 기계 및 제도적 장치들로부터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일상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마저도

전산화된 전자장치들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돈을 찾

거나 송금하기 위해 멀리 은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몇 가지 컴퓨터

입력만으로도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물건을 사기위해 시장이나 백

화점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

상이 되었다. 먼 나라 과거의 역사를 알기 위해 도서관의 책들을 뒤지지

않더라도 적절한 인터넷 서핑으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세상에서 우

리들은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분명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

는 장치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보화의 야누스적 상황은 질적인 삶의 향상 이면의 또 다른 모

습, 즉 국가와 자본권력에 의한 항상적 감시체계 속에 우리들을 가두어 놓

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감시망의 작동이 매우 은 한 형태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민들의 의도하지 않은 ‘협조’ 하에 진행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것은 일상의 필수품

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한 개인

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만큼 구입하 으며, 누구와 금융거래를 하 는

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세화된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정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되고 집산되어, 카드 사

용자에 대한 또 다른 감시의 자원으로 활용된다(Rothfeder, 1992).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이 자신의 사생활을 외부에 노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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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개인정보의 문제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집자 혹은 정보이용자간의

‘계약’의 문제로 정리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주체는 특정한 목적을 기대

하여 자신의 정보를 정보수집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수집자는 그 정보를 얻

는 대신 정보제공자에게 특정의 서비스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호이

익의 교환이라는 계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관계는 대단히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계약의 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계약에 임한다. 계약의 조건들은 법률로 정해

져 있다.

그런데 정보제공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는 ‘정보시장’에서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집자/정보이용자의 힘의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앞의 신용카드

의 사례에서도 암시되었듯이,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는 선택적으로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계약의 조건이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졌다는 사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도록 정보제공을 강제화하기도 한다. 따

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회사가 요구한다면

자신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까지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정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계약 상황을 놓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4)

그리고 정보제공자 입장에서는 정보수집자나 정보이용자가 정보제공과

4) 물론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선택항목이 있기는 하다. 문제는 정보수집 목적과

무관한 필수항목에 있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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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계약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 국가공권력의 감시가 개입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

서이다. 하지만 국가가 사적인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 상황에 개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가 개입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대개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보주체로부터의 이의제

기, 고소, 고발, 투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행된다. 간혹 예방적 차원

에서의 사전적 개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특히 지금처럼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또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예방적 감시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

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국가의 단속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전산

처리된 데이터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전산처리된 자료의 특성상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번 유통된 것은 거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 정보이용자간의 계약적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하지 못한 관계라면 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평등하지 못한

상황의 개선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들의 삶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문제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

히 분석해내는 작업이 요청된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남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침해의 원인은 무엇인

지 진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와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정보수집자·정보이용자간의 미시적

인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침해의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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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적 접근,

즉 합리적 선택이론과 학습이론을 현실에 적용시켜볼 것이다. 그리하여 현

실의 정보제공 행위가 정보주체의 면 한 이익계산의 결과라는 측면보다

는 강제화된 동의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점

에 의해 보다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련된 현재의 계약상황이 좀더

평등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 보호전략이 국가나 기

업 중심에서 정보주체의 중심으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

하여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주체인 일반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

의 감시에 맞서는 역감시(antisurveillance)의 권리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남용되는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 규제방식에다 기업부문의 형식적

인 자율규제가 뒤따르는 모델로는 곤란하고, 역감시의 한 형태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이 국가와 기업의 규제노력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삼각체제모델

이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3 . 본문의 구성

다음으로 이 의 집필 순서를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의 개인정보의 침해와 남용이 근대국민국가 및 정보자본주의의 특성

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일상의 미시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침해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개인정보 주체와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조직, 기관, 기업간의 계약적 상호작용의 관점에

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제2장은 본문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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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채워질 것이다. 즉 제2장에서는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 정보이용자

의 상호작용의 기제와 특성,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에 개념에 대한 담론들

을 검토하고, 미시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유형들을 정리할 것

이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제공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

론과 학습이론의 관점들을 다루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전략과 관련

하여 국가개입모델과 시장모델, 자율규제모델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각 모

델의 한계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은 연구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제2장에서 언급한 이론적 자

원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념과 자료들이 소개될 것이다. 개인정보와 사

생활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행위를 탐색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사

적인 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한 수사기

록 등이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할 자원이 된다. 또한 우리사회의 개인정보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문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념과 설문조사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

성들이 간략하게 정리될 것이다.

제4장은 개인정보의 침해실태에 관한 부분이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실태

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수준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 설정한 침해유형이 현실에

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일상생활과 온라인의 두 부문으로 나

누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특성과 이에 대한 피

해자들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사건들의 구체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맥락과 구조 등을 파악할 것이다.

제5장은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불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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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전략을 구축하는 데 가장 기초적

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6장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정보제공 행위를 합리적 선택이

론과 학습이론을 통해 설명해볼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주체들의 행위가 이

익계산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입장보다는 학습화된 결과라는 입

장이 보다 더 설득력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볼 것이다.

제7장은 본문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 보

호전략을 탐색하는 내용들이 정리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정보 보

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 즉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정보

수집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살펴보게 된다. 다음으로 개

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개입모델, 시장모델, 자율규제모델에 대한 시민들

의 반응을 검토하고, 아울러 각 모델들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하며, 이를 기

초로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전략들을 모색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국가와 자본에 의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감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역감시’의 문제와 국가규제와 자율규제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시

민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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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들

이 장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지형과 그

한계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이 의 연구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특히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침해행위의 문제를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에 맺어지

는 계약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은 이에 필요

한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서술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정리해보고,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개인정보’의 문제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개인

정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정의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유형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 유형분류는

현실에서의 침해실태를 평가하는 준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의 정보

제공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전망으로서 합리적 선택이론과 학습이

론을 소개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전략의 주요 모델인 국가개입모델, 시

장모델, 자율규제모델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제1 절 개인정보의 개념과 정보침해의 유형

1 .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무성하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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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 출발점으로써 법률적인 개념정의에 의

존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항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6항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

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

인정보보호 운 지침’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교육정도, 재산, 경력, 질병 등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

정하고 있다(총무처, 1994).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identifiable) 정보를 뜻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으로는

생리적 정보(성별, 신장, 체중, 혈액형, 지문, 홍채의 형태, DNA, 건강상태

등)와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생일, 혼인여부, 전과기

록, 학력, 종교 및 정치단체의 참여 등), 제도적인 신분증명(생활보호대상

자, 의료보호대상자 등의 제도적 낙인), 가상공간과 같은 네트워크의 접속

에 필요한 이용자의 ID나 패스워드 또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자동처리를 위

한 패스워드 등이 있다(노진철, 2000: 14).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가 “개인

의 신원파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법률적으로 정의되는 개인

정보는 일차적으로 국민으로서 혹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보호”란 무엇을 보호하자는 것인가? 개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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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information)를 기록한 자료(data)를 보호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

해당 정보주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인가?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

여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는 개인정보의 사적인 성격을 주목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문자 그

대로 개인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적인’ 정보이다. 개인정

보의 노출은 곧 그 사람의 사생활의 노출과도 같다. 그러므로 주거침입이

나 비 침해 등과 같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

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담고 있는 개인정보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일’의 보호를 논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

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권 성, 1997) 혹은 자신에

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상돈, 1995)

의 문제와 연관된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자산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다. 개인정보가 점차 상업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마치 사

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개인정보의 보호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그것은 민법상의 계약의 문제와 연관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현행

법률은 이 두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후자의 측면에 보다 더 무게

가 쏠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현행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

인정보’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선 현행 법률은 개인정보 중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명예훼손죄가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까지 보호하고 있

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생존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

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정보의 이용가치라는 측면에 보호법익

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앞에 이야기

한 것처럼 현행법률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자(정보주체)의 이해

(interest)와 이를 이용하려는 자(조직, 기관, 기업 등)의 이해 양자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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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보호주체의 범위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개인정보

를 둘러싼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타협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정보 주체와 그 이용자간의 계약의 문제5)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주체의 자율적 동의가 있다면 타인이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

다는 입장을 취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

수적이라면, 그 대상이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

문이다. 물론 그 사람의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없

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차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100여

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면 누구에게 동의를

구해야할 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6) 결국 법률이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

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따른 ‘동의’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의 법률은 개인정보 그 자체로

서의 목적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생존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법률적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보험회사가 불치의 병이나 유전적인 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병력

(病歷)을 문제 삼아 그 가족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소위 ‘러브호텔’에서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

5)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적 제공, 즉 계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성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로부터

일정한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국가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6)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기간을 사후 20년 동안으로 확장하자는 논의가 있

다(정 화, 20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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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그 사망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듯 개인의 프라이버

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문제에 접근하면 생존해 있지 않은 사

람의 정보를 보호대상에서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

인의 인격 혹은 개인에 대한 사실, 사회적 평판 등과 같은 개인의 프라이

버시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담고 있는 자료(data)이다.

그 자료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법률은 특히 전산처리된 자료만을 그 규

제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오직

컴퓨터로 처리되어진 자료만이 현행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게 된다. 법률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역시 규제와 보호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볼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정보의 수집과 분

류, 집산 및 자유로운 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해졌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전산처

리된 자료의 보호문제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고객에

대한 자료수집 그 자체보다는 수집된 자료가 컴퓨터로 처리되어 집산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이 서로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자료의 ‘상품적 가치’

가 형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정보의 형태를 전산화

된 자료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를 갖는다. 하지만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자료형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광고우편물이 배달된 일반

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창회 명부를 통해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파악한

광고회사가 그 대상자들에게 상품안내서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전산처리된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광고회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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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

듯 우리의 현행 법률에 제시된 개인정보의 개념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

면보다는 그 정보의 사용가치라는 측면에 보다 높은 비중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책임을 개인정보 주체에게로

떠넘길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 시점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의미, 혹은 개인정보 보호의 당위성의 문제들로 논의수준을

확장해보자.

2 . 개인정보의 의미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

개인정보의 의미를 다루는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

다.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입각해서 다

루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 혹은 전략적 가

치로서 다루는 방식이다(Bennett and Grant, 1999: 4).

1 ) 개인정보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는 입장

이 입장은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의 한 하위차원으로 규정한다. 일반적

으로 프라이버시 개념은 Warren & Brandies(1890)가 파악한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에 입각해서 정의되는 게 보통이다. 즉 “프라이버

시”는 사생활상의 비 을 보호할 권리라고 이야기된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 역과 시민 역의 구분 혹은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프라이버시 개념은 개인주의 및 시민의 자율성과

자유가 확대되면서 등장하 다. 애초에 프라이버시 개념은 사적 역에 대

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프라이버시의 구체적 내용은 변화되어 왔다. 특히 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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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부터 시민과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으

로 수정되어 왔다. 미국의 민법학자 Prosser(1971)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 개인이 혼자 있

는 것을 간섭하는 행위(私事에 대한 침입 intrusion). 둘째,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개인의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공개 public

disclosure). 셋째, 공중에게 개인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는 행위(오인

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넷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이

나 초상 등을 이용하는 행위(도용 appropriation) 등이다.7)

Gavison(1980) 역시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의 한 차원을 구성하는 문제

로 규정한다. 그는 접근불가능성(inaccessibility)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프

라이버시를 정의한다. ‘접근불가능성’의 개념은 정보(information), 엿보기

(attention), 물리적 접근(physical access)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즉

누군가 특정인에 대해 정보를 취하는 일, 그의 생활에 대해 주목하는 일,

그리고 그의 물리적 생활공간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를

프라이버시 개념은 함축하고 있다. Gavison의 정의는 프라이버시의 통상

적 개념인 타인으로부터의 물리적 간섭이나 주목으로부터 보호되는 일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의 보호의 문제까지 그 외연을 확장한다.

Cespedes와 Smith(1993)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개념이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물리적 프라이버시

(physical privacy)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이다. 물리적 프라이버시는 사적 역에의 침입과 관련되는 것이고 정보프

라이버시는 개인적 사실의 공개와 관련되는 것이다. 물리적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의 신체적 침해행위가 발생할

7) 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장 민·정진수(1996 : 82-8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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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신체적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는

다이렉트 메일(direct mail), 원격판매(telesales), 전자우편(E-mail) 등이 있

다. 물리적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작용이라면, 정보프라이버시는 그러한 마케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그리고 통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보프라이버시는 “누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유할 것이며, 또

한 그 정보가 얼마나 안전한가?” 등에 관련된 문제이다.

정 화(2001)는 개인의 사생활 감시와 침해의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유형들을 다루고 있다. 그의

분류에 의하면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통신프라이버시

(communication privacy), 생체정보 프라이버시(biometrics privacy)8), 공

간검색 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의 네 가지 유형이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된다.

정보프라이버시 개념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 수집과 취급에서

비롯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통신프라이버시는 우편, 유선전화, 이동전

화, 이메일 및 인터넷의 통신수단을 매개하여 수집과 분석 및 가공되는 개

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로서, 새로운 기술력에 의해 가능해진 데이터의

움직임(movement)을 전제로 한다. 가해자는 개인정보의 침해의사를 가지

고 이동하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도청하거나 검열하는 까닭에

통신프라이버시는 기술력에 의해 침해범위가 결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현

재 가장 치열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통신프라이버시는 국가이익이나 군

8) 정 화는 이 생체정보 프라이버시(biometrics privacy)를 ‘신체상의 프라이버시’로

옮기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신체상의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Cespedes와 Smith가 사용하는 물리적 프라이버시(physical privacy) 개념

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유전자 정보나 약물테스트 검사에 의한 프

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체상의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보다는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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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기업비 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이나 대기업에 의해 행

해지는 이메일,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voice-phone)의 검열문제이다. 이러

한 통신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보다는 적법

절차에 의한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는 유전자 정보, DNA 테스트, 약물테스트, 해부학

적 조사(cavity searches) 등 인체상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관

련된 것이다.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과 비 은 종래의 공권력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해서도 요청되고 있다. 예를 들어 DNA나 유전자 데이터베

이스가 훨씬 일반화되면서 사업주가 사원들의 테스트를 위해 널리 사용하

는 수단이 되고 있다. 유전자 테스트가 비록 직업병의 예방을 위해 시도된

다 할지라도, 고용주가 현재 혹은 장래의 종업원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러한 유전자 테스트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야

기할 수 있다. 유전자 테스트는 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 관련

되는 프라이버시의 외적 침해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 테스트는 해당 개인

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집단 및 인종 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약물테스트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종업원들에게

있어 약물테스트는 정형화된 직장생활의 일부이다. 직장에서 소변이나 머

리카락의 검사를 통해 종업원이 마약이나 중독성 항정신성 약품의 흡입여

부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약물테스트는 프라이버시, 신체상

의 안전성, 자유 및 무죄추정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공간검색 프라이버시는 일정공간의 외부침입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자

기장치나 비디오 감시장치, ID 카드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관련된다. 백화점이나 중요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감시카메라에

의한 개인행동과 사생활의 감시 등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개념에 입각해서 개인정보의 문제를 다루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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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검토해 봤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개념 속에는 신체적·물리적 프라이

버시, 통신비 및 개인정보 보호개념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개인의 사적 역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관리·

조작하는 기술이 고도화·정 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럼으로써

감추고 싶은 개인의 사적 역이 이러한 정보수집 및 처리기술들에 의해

침해되는 현상을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의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이러한 ‘사사(私事)에 대한 침입과 공개에서 오

는 피해’라는 측면의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기정보에 대

한 통제권 내지 지배권’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가 내지 사회에서 갖는 위상의 변화

와 그에 대한 침해가능성의 증대 등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국가는 국가적

규모의 계획과 정책수립을 위해,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시장의 확대와 구

매력의 양과 질의 파악을 위해 많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

서 사인(私人)간에 발생하는 사생활의 침해 그리고 민사적 해결의 틀 속에

서 생각되던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

는 권리(개인이 자신의 정보의 수집·관리·이용 방식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는 개인생활의 내부 역, 즉 주거의 불가침, 통신

비 , 신체의 자유 등과 동등한 권리로 취급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적 역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

지만 주거의 불가침이나 통신비 은 개인이 개성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피난 역”으로서의 사적인 생활 역에 관한 것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스스로 형성하는 노력, 즉 “자기표

현”에 관계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타인의 시선에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

습을 형성하기 위한 정보처분권이 있다는 의미로서 소위 “자기정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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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기본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정체성

(social identity)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때로 개인정보는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정보주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사회학적·철학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삼, 1998: 78). 정

신분석학은 우리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심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

게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어떤 역을 두고 싶어 하는 측면을

가진다. 은 한 공간, 혹은 감추고 싶은 마음, 일기장, 서랍 속, 침실, 아무

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

록 자신의 열등한 것, 나쁜 어떤 것은 아닐지라도, 부당하게 공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일 수 있다. 개인정보

역시 이러한 속성들을 지닌다. 남들에게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노출되

었을 경우 당사자에게는 불안과, 수치심, 모욕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인정보들이 있다.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의 침해는 주로 정보를 취급하는 방

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관한 제반 조건을 본인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의 구현을 의미한다.

2 ) 개인정보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는 입장

개인정보를 그것의 도구적 가치나 전략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견해들은 개인정보의 ‘자산(property)으로서의 가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다(Laudon, 1996; 조연상, 2000).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소비자의 정

체성과 동일하다. 개인정보는 개인 혹은 소비자에게 부속되는 속성이 아니

라 바로 소비자 자신인 것이다. 나의 정보는 인터넷 사업체나 기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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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폐’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는 상품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

다.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정보가 거래되는 현상도 상품가치로서의 개인정

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개인정보가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불법적 거래가능성과 그로 인한 남용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한

다. 더욱이 마케팅전략이 다수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에서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으로 초점이 변해가고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Jeffrey Rothfeder(1992), Kenneth C. Laudon(1996)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국적인 수준의 개인정보시장

이 형성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의

구매자는 물론 대부분 기업이다. 거래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예를 들어

‘주택 구입에 관심을 갖는 20-35세의 기혼자 명단 및 주소’와 같은 비교적

덜 민감한 것에서부터 병원에서 수집한 환자기록 내용과 같은 민감한 것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주택건설 회사

나 제약 회사가 경쟁사에 비해 판매 전략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중요한 경 자원으로 등장하

는 현상은 소비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를 낳는다.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불필요한 광고전단과

이메일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의 불이익, 과세

상의 불이익 등 다양한 초과비용 부담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

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상품가치에 주목하는 이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채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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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보 거래비용 감소에 따르는 편익보다 적

게 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제기되는 접근방법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에 대해 재산권(일종의

지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Rule and Hunter, 1999; Varian, 1996;

Laudon, 1996).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

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교환

을 통해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이용해 소득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Hal R. Varian(1996)은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을 해당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인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에 재산

권을 부여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본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 되며,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판

매대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는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본다. 개인정

보에 대해 재산권을 부여하는 일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청구권을 보장해주며,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유통을 유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재산권적 접근방법이 전혀 문제가 없

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느 기업에서 어느 기업으로 유출 또는 판매되는지 개인의 입장에서 밝

혀내기란 쉽지 않다. 만약 이러한 모니터링에 드는 비용이 재산권 행사로

부터 얻는 편익보다 크다면 그는 차라리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할 지도 모른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

은 대체로 공동재산에 대한 일부 지분권의 형태로 나타나, 공동으로 재산

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그 지분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

극적으로 행동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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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문제를 교환가치로써 접근할 경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쟁점

은 차별화의 문제이다. 즉 자산으로서의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정보처

리기술 수준에 의하면, 나이, 운전면허, 우편번호 등의 공적 또는 인구통계

적 자료에 의해 보완된 신용정보를 사용하면 취미성향, 경제능력에 기초하

여 소비자들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머지않아 생활양식(life

style)이나 취미에 의해 입증된 선호물품에 집중되는 광고를 받게 될 것이

다. 또한 이러한 광고전달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Jeffrey Rothfeder는 이러한 현상을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다.

만일 당신의 우편함이 텅 비어 있다면, 전자공학적 정보와 직판시장의

시대에 있어 자신은 ‘텅 빈 존재’이고 그 시대를 즐길만한 경제능력이 없

거나 흥미가 없는 인간이라는 말이 된다.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의 초조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재료가 조금씩 자기들

의 전자공학적 이미지에 추가되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들의 프로필을 개선한다는 것은 그 기회가 부여되지 않기에 사실상 불가

능한 일이다(Rothfeder, 1992: 152).

개별마케팅 전략에서는 특정 소비자의 구매능력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얻은 각종 개인정보를 이용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경우, 특정 지역의 소비자를 대

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활동을 벌인다면 그 효율성을 훨씬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거래의 편이성만을 높이는 것

이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 자체도 변화시킨다. 주소나 학력 혹

은 여타 다른 범주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필연적으로 일부 집단을 소외시

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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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더욱더 문제가 심화된다.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 고객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

공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소득이 낮거나 인터넷을 이용할 지식이 없는 집단들은 기본적

으로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 시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과

거의 구매형태에 기반하여 미래의 할인을 제공하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은

고소득층의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난한 계층은 제

품정보와 거래의 중요한 원천으로부터 배제한다.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3 ) 요약 : 개인정보의 경제학적 정의를 넘어서서

이상에서처럼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검

토해봤다.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사실 혹은

가치판단에 기초한 정보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것은 그

것이 침해되었을 때,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

시의 하위차원으로서의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고통의 수반된다. 누군가

가 나의 사생활을 훔쳐봤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이 뒤따른다. 하지만 프라

이버시의 내용은 문화에 따라 각기 다양하다. 한 문화에서 심각한 프라이

버시 침해라고 여겨지는 행위(생리적 활동, 성관계 등)가 다른 문화권에서

는 어떠한 도덕적 중요성도 갖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그것

은 남녀에 있어서도 다르고 계층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개인

정보는 개인의 정체성과 통합성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보의 유출은 그

해당개인의 사생활의 유출과 버금가는 문제이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를 들어 나의 신용상태의 유출은 경쟁자에게 경제적 이득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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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개인정보의 침해에 따른 비용과 손실에 대한 평

가는 경제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학적·심리학적인 수준으로까지 확장

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은 개인의 정체성을 중

심으로 개인정보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이나 고

용 등에 관련되는 경제학적 범주이외에도 개인의 사회관계적·문화적 생

활양식이나 가치에 관계된 정보들도 보호되어야할 개인정보의 유형에 포

함될 필요가 있다. 시민으로서의 주체와 소비자 혹은 고객으로서의 주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시민권

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 . 개인정보의 유형

앞에서 ‘개인정보’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사회적 표식

(주민등록번호, 학번, 군번 등), 재산, 자질, 취미, 구매행동 유형, 심지어

개인의 신용상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학연, 지연 등의

연줄망) 등도 개인정보의 한 차원을 구성한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에는 출

생과 더불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력을 통해 스스로 성

취하는 것도 있다. 또한 어떤 것은 공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다른 것은 사

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공적인 성격의 개인정보는 성명, 직장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유형을 말한다. 반면 사

적인 성격의 개인정보는 공공생활과는 무관한 개인의 취향, 습관 등의 것

을 가리킨다.

Weible(1993: 166-68)은 개인정보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개인

정보를 14개의 정보군으로 분류한다(<표 2-1>). 그의 분류에 따르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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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일반정도,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동산

정보, 소득정보, 기타수익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법적정보, 의료정보, 조

직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Weible의 분류는 대부분 사실(fact)에 바탕을 둔 정보들이다. 하지만 개

인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만들어진 정보형태도 존재한다(박홍윤,

1994: 45). ‘사실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실만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반면

‘판단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만들어진 정

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에 대한 평판은 대표적인 판단정보이다. 하지

만 잘못된 사실에 입각한 판단정보는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야기할 소지

가 있다.

<표 2-1>에 제시된 개인정보들은 개인에 대한 사실이나 속성 혹은 그

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역

으로 특정개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14개의 정보유형들로부

터 곧바로 특정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습관 및 취

미가 같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특정

개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나 운

전면허번호, 학번 등은 배타적인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특정개인

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 학

번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정개인에 대한 고유한 특성들을 나타내지만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신

지역은 어디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들은 특정개인의 다른 속성들

이나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열쇠역할을 한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지

닌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곳곳에 산재해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

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의 다른 정보들은 하나로 통합시키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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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특정개인의 사적인 특성들이나 비 , 사

생활 등이 정보수집자에 의해 포착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

화되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표 2-1> Weible의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구 분 유 형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부모의 이름 및 직업, 배우자의 이름 및 직업, 부양가족의 이름, 가족 구성원

들의 출생지 및 생년월일,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서클활동, 상벌사항, 성격 및 형태보고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 차량, 상점 및 건물 등

동산정보
보유현금, 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수집품·고가의

예술품, 보석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

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생명 등) 가입현황, 수익자, 회사차·회사의 판공비·투자프로그

램, 퇴직프로그램, 휴가·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

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관의 이름, 직무수행 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

록, 상벌기록, 성격테스트 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

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심장병·암·알콜중독·정신병 등),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

기록 여부, 신체장애, 혈액형 등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

향 등

출처: Weible(1993: 166-8; 김 대, 1995: 2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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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보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나타낸다. 즉 보호해야할 정보의 유형을 정보주체

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이냐에 따

라 그 내용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행을

보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주체의 입장에서 수집 및 이용가능한 정보유

형과 내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 .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

못지않게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것은 개인정보라는 이미 만들어진 물질적

데이터에 대한 침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언급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

새겨보자. 우선 그것은 개인정보가 갖는 고유한 표출적 가치(expressive

values)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된다. 개인정보는 자신과 관련한 사실, 평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그가 이룬 업적, 사회적 관계나 활동, 사회적 지

위, 기타 사적인 생활 등을 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

되거나 타인에 의해 침해를 받을 경우 그 당사자는 여러 가지 정신적·심

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개인정보의 노출 역시 비슷한

심리적 경험을 유발한다. 개인정보는 곧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왜곡되거나 훼손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정

체성이 훼손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란 곧 개인정보가

9) 이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피해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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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정보처리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가치

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그 주체의 통제 하에 온전하게 유지하

는 일이 점차 어려워졌다. 정보주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정

보가 수집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보주체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이용되는 방식, 제공하

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등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

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 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주체가 자신

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의 보호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의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의 의미는 “자신

의 정보 프라이버시가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에 의해 훼손됨이 없이 평온

한 상태가 유지되며, 그 정보가 갖는 가치의 실현방식을 정보주체가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정보프라이버시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을 분류해보도록

하자.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나 기업 혹은 여타의 사회조직이 고도의

정보처리기술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 및 그에 대한 정보의

침해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기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는 과정과 이를 이용하는 과정 속에 이미 해당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위

협과 침해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은 개인정보의 통제권 혹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정보주체에 대한 사생활 침해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

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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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요 침해주체를 중심으로 한 유형분류

우선 침해주체를 중심으로 한 유형분류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대자본주

의 사회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기업과 국가, 그리고 언론과 방송사 등이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통해 시장수요를 분석하고, 고객차별화나 직접판매

등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리추구를 위해 기

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나타난다.

국가는 세수를 확보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관

리하고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부과하기 위해 인구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확보하려 한다. 즉 국가는 통치를 위해 국민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통해 국민을 감시(surveillance)하고 훈육(discipline)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활동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도 발

생한다. 형사사건에서의 각종 증거조사나 공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의 공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피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비례원칙의 적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과 방송의 취재 혹은 보도과정 역시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을 안고

있다. 진실보도의 명분이 지나치면 비합법적인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된다. 이 역시 언론의 정당한 활동과 프라이버시의 보호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쟁점을 야기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개인적

7 9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호기심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혹은 범죄적 목적을 위해 타

인의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나타난다. 해킹으로 불법 입수한 타인의 신용카드번호로 온라인 거래를 한

다든지, 남의 명의와 비 번호를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자신이 그 사

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발

생하기도 한다.

2 ) 발생부문을 중심으로 한 유형분류

다음으로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는 장소 혹은 발생 역을 기준으

로 침해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법률의 입장이 이

와 비슷하다.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의 주체가 공공부문에 속하는가

민간부문에 속하는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 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공공기

관인 한국통신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개인정보의 유출행위가 발생했다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일반은행의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동일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분은 법 적용의 문제일 뿐 현실적으로 발생하

는 침해사례에 대한 유용한 구분방식은 못된다.

3 ) 발생맥락을 중심으로 한 유형분류

발생맥락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은 그 침해행

위가 발생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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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정보수집자를 거쳐, 정보이용자 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상품생산 및

유통과정에다 비유해볼 수 있다. 상품생산자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구입

한 뒤 이를 가공하여 상품을 만들고,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다 유통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은 폐기될 것이고,

잘못된 상품은 반환되어 새 것으로 교체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거나 유

통시키기 위해 상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일도 필요할 것

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

정보 생산자는 개인정보라는 원료를 구입한 뒤(정보수집), 이를 가공하여

(정보처리),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상품을 만들 것이다(정보생산).

다음으로 그 상품(데이터베이스)을 직접 사용하거나 시장에다 유통시킬 것

이다(정보이용). 이 과정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은 폐기될 것(오래되거

나 수집목적이 실현된 자료의 폐기)이고, 잘못된 상품은 반환되어 새 것으

로 교체될 것이다(정보오류의 정정).

그런데 위의 예는 개인정보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계 속에서 들어갈 때 비로소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려면 ‘정보관계’를 형성해야 한

다는 것이다. 정보관계란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생산, 수집, 유통, 이용하는

사람이나 조직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고 삼, 1998 : 183). 사람들

의 일상활동에서 정보는 당사자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정보관계를 형성하

는 구성인자들의 역할에 따라 행위자들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개인정보주

체, 개인정보 생산자, 개인정보 수집·가공자, 개인정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삼, 1998 : 184).10)

10) 고 삼(1998)의 논의에는 개인정보 주체를 설정하는 문제가 빠져 있다. 정보관계

는 정보주체와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다. 정보생산, 정보수집, 정보이용, 정보침해

는 모두 정보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는 일단 정보가

생산된 후의 정보주체가 탈각된, 개인정보라는 ‘상품’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이차적

관계만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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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정보 주체’란 말 그대로 그에 대한 정보가 생산되고 수집되고

이용되고 침해되기도 하는, 해당 정보를 지니고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개

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자기통제권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개인에 관한 모

든 정보와 그 처리의 권한은 그 정보주체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기업 등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정보주체

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일단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기업에서 수집하고 처리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관한 제반 권한을 누

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

둘째, ‘개인정보 생산자’는 정보를 생산하는 구체적 인자를 나타낸다. 정

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다. ‘이름’은 정보주체

가 스스로 생산하는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행정기관, 학교, 은행, 병원 등 공식적인 조직에서 만

들어진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번, 군번, 신용카드번호, 질병력 등의 정

보는 정보주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예시된 조직과 행정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스스로 생산한 ‘이름’ 조차 관공

서에 등록될 때 비로소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셋째, ‘개인정보 수집·가공자’는 개인정보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원시적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가공하는 자

를 지칭한다.

넷째, ‘개인정보 이용자’는 가공·처리된 이차적인 개인정보 자료를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보험회사, 백화점 등이다.

다섯째, ‘개인정보 침해자’는 원시정보와 이차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

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

이와 같은 정보관계를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행위자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의 장(field)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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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시장에 빗대어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

보시장이란 정보가 수집되고 생산·가공되며 유통되는 공간을 나타낸다.

그런데 정보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생산자, 개인정보 수집·가공자, 개인정

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자는 이념형적인 분류일 뿐이다. 현실세계에서

이 행위자들은 서로 겹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정보 생산자가 개인정보

침해자가 되기도 하고, 개인정보 수집·가공자가 개인정보 이용자 혹은 개

인정보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정보 생산자가 잘못된 정보를 만

들어냄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기관

이 착오에 의해 개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원시정보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수집함으로써 해당 정보주체

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주체가 정보 생산자, 정보 수집·가공자, 정보 이용자 등

과 맺는 관계의 양상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은 정보가 생산되고 가공되며 유통

되는 일련의 흐름의 각 단계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보관계에 의해 정보가 취급되는 과정별로 침해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그

것의 발생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정, 즉 정보의 수집단계, 처리단계, 보관단계, 이용단계의 네 차원으로 구

분해서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을 구분해보도록 하겠다. 각 단계별로 나타나

는 침해유형으로는 ‘불법수집’, ‘오류’, ‘부당한 접속’, ‘이차적 이용’ 등이 있

다(정완, 2000 : 85).

첫째, 정보의 수집단계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자료형태로

입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보침해유형은 ‘불법수집’

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상·

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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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현행 법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9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그 수집이 허용될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여부이다. 아무리 민감한 자료

라도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수집은 적법한 행위가 된다.

둘째, 정보의 처리단계란 수집된 정보를 저장·편집·검색·삭제·출력

하는 과정 등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취급자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

할 의무가 있다. ‘정확성 확보의 의무’는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특히 정보주체로

부터 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므로 잘못된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오류)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의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해 잘못된 정보

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우연히 주

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여 선량한 시민이 범죄혐의자로 오인 받아 경

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11) 이러한 것은 개인에 대한

11) 1994년 9월 29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다음 사례는 그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62

년에 20세 되던 해에 왼쪽 눈 실명으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창원의 이모씨는

일식집에서 주방일을 하던 중 64년 헌병대에 의해 징집기피로 처음 연행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면제판정 사실이 증명되어 석방되었다. 그 후 69년 이씨는 서울의

유명 호텔 등에 근무하고 있던 중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5-6차례 동일한 이유로

연행되고 또 풀려났다. 그 때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던 이씨는 이혼까지 당하

고, 급기야 헌병대에 압송되는 광경을 목격한 장녀가 충격으로 사망하는 등의 고

초를 겪었다. 이씨가 이러한 고초를 겪은 것은 제3의 인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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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을 초래하여 정보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경우이다. 그밖에 변경된 정보

를 정정하지 않는 행위도 개인정보 주체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

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12)

셋째, 보관단계란 일단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수집

된 여러 개의 자료를 통합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발

생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부당한 접속’이다. 정보를 열람할 자격이 없

는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 혹은 자격이 있더라

도 이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행위 등

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의 불법유출, 불법열람, 변경 혹은 파괴,

불법유지, 그리고 그밖에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자료의 불법유출 행위에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 정보취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외부인의 물리적 침투나 컴퓨터 해킹(hacking) 등에 의한

불법열람 혹은 불법유출, 관리소홀로 인한 내부자료의 유출 등이 포함된

다. 해킹이나 악성바이러스의 유포 등의 방법으로써 전산자료의 내용을 변

경하거나 이를 파괴하는 행위도 개인정보의 관리단계에서 나타나는 침해

한 후 탈 하 기 때문이었다. 90년 우여곡절 끝에 이씨는 성명과 출생지만 같

고 군번, 입대연월일, 가족사항 등 전혀 다른 자신의 병적기록카드를 확인, 이 카

드의 폐기를 요구하 으나, 국방부는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의 폐기

를 거부하 다. 이씨는 93년 11월 1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국가로

부터 4천백만원을 지급 받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삼, 1998: 216-7에서 인

용). 이 남자는 지난 30년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연행 당하면서 결국은 재판에

승소하 지만, 직장, 가정, 인생을 모두 잃었다. 개인정보의 잘못된 기록, 정보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가져오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의 한 사례인 것이다.

12) 1988년 5월 22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된 기사를 소개한다. “윤모씨의 경우 경찰

에 이유도 없이 압송되었다.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자신이 컴퓨터상에 아직도 수

배자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2년전 범죄자로 수배되었다가 형집행이 종

료되었다고 해도 경찰이 믿지 않아, 2년 전 자신을 연행한 담당형사를 수소문 끝

에 찾아서 해명하고 간신히 풀려났다”(고 삼, 1998 : 135, 주 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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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행위는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와 동일하

게 취급된다.

<표 2-2>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발생단계 침해유형 구체적인 침해행위

수집단계 불법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수집

처리단계 오류
- 잘못된 정보의 기록

-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음

보관단계 부당한 접속

- 자료의 불법유출(내부인의 유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비

의 누설, 외부인의 물리적 침투에 의한 유출, 관리소홀로

인한 유출)

- 자료의 불법열람

- 해킹 혹은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자료열람·삽입·변조·

파괴

- 해킹 등에 의한 자료의 도난

이용단계 이차적 사용

-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

-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동의가 철회되거나 수집목적이 달성된 자료의 불법보유

넷째, 정보의 이용단계란 실제로 수집되거나 취득한 자료를 여러 방식으

로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관이나 조직 등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공받는 기관이나 조직

등이 그 정보를 오직 특정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다. 정보를 취급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다루는 정보를 원래 수집할 때 정보

주체에게 밝혔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

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래 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

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취급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써

8 6



제2장 개인정보 침해실태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들

금지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6조). 그리고 다

른 법령에 의해 보존필요성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취급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이나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해당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할 의무가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9조).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

보취급자는 해당 자료를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정보의 ‘불법유지’

는 소기의 목적이 완료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철회된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틀어 정보의 ‘이차

적 이용’이라는 용어로 묶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 혹

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유형들을 살펴보았다. 앞의 <표 2-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5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결과

앞의 네 가지 유형들은 모두 개인정보라는 ‘데이터’에 대한 침해이다. 하

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연결되

는 일이 발생한다. 피해자의 사생활 및 행동이 감시되기도 하고,13) 피해자

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야기되기도 한다. 때로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적

명예가 훼손되기도 한다. 사생활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고통이 유

발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이 자신도 모르게 노출됨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광고성 우편물, 인

13) 자신을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일을 피해자가 전혀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피

해자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가 경험할 당혹감, 두려움, 수치스러움 등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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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한 광고메일 혹은 전화 등을 받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광고성 우편물 등이 이를 수령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팸메일(spam mail)의 예와 같이 그

러한 행위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유료 인터넷을 이용하

는 사람에게 스팸메일은 자신에게 필요한 이메일을 점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상의 경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더욱이 사람에 따라서 자신에게 정

체불명의 메일이 배달된 사실에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

해자들이 표출하는 심리적 태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개인정보의 침해결과로써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우선 가시적인 피해와 비가시적인 피해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시적인 피

해는 피해자가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

는 경우이다. 비가시적 피해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다. 구체적 피해형태로는 재산적(물질적) 피해, 정신적·심리적 피해, 인

격적 피해(명예훼손, 정체성의 혼란 등), 사회생활이나 기타 활동상의 제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3>).

<표 2-3>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유형

구 분 유 형

피해의 성격
① 가시적 피해

② 비가시적 피해

피해의 형태

① 경제적(물질적) 피해

② 정신적·심리적 피해

③ 인격적 피해

④ 사회생활이나 기타 활동상의 제약

⑤ 원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수령

이상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유형들을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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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 본문의 제3장에서는 이러한 준거틀을 현실에 적용해볼 것이다. 각각

의 침해유형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그 침해를 발생시키

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정보주체의 행위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생활의 침해는 일상과 온라인

이라는 미시적 측면에서 발생한다. 국가와 자본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

나 역으로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들이 처해 있는 존재상황의 분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즉

일상의 개인들은 정보의 권력화, 정보의 상업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

지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자기의 ‘정보적 정체성’

을 확보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에 제3절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개인정보의 정보가 조직이나 집단, 기관 등에 의해 수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특정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혹은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에 의해)

그의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개

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제기됨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는 정보의 수집은 일종의 ‘범죄’로 간주되어 사법기관에 의해 통제를 받

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조직,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개인들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

한 관심사로 등장한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기업체, 인터넷 사이트,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느냐 하는 점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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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부의 경우에는 통상 공공의 이익을 앞세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필요

한 정보를 비교적 합법적으로 그리고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민

간조직의 경우는 사정이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강제로 개인들

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때문에 이들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들을 강구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여기서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주체(소비자)의 행위를 정보제공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과될 비용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될 이익간의 합리적 계산

의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망을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합

리적 선택이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나 행위를 연

구하는 경 학적 연구나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주체의 행위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실적 경

험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실의 경험에 비추어봤

을 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웹사이트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정

보주체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신용카

드 발급이나 웹사이트 이용 등을 포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은 삶의 질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

람들은 비자발적 동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습관적으로 제공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습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이 두 이론적 전망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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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

이 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위험보다는 보상이 많을 경우 소비자들은 자

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웹사이트에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을 공유하는 학자들은 이익과 비용의 함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익-비용의 문제를 고객과 기업간의 신뢰관계로써 파악하는 입

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소위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마케팅 원리와 관련한 연구

들에서 주로 나타난다.14) 이 연구들의 기본가정은 정보제공의 주체인 소

14)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는 선별된 고객으로부

터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가능케 하는 전략을 말한다. 즉 CRM은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자료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고객특성에 기초한 마

케팅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CRM은 고객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신규고객획득, 우수고객 유치, 고객가치증진, 잠재고객 활성화, 평생고

객화와 같은 사이클을 통해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며, 고객의 가치

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마케팅을 실시한다. ‘고객관계관리’기법은 시

장점유율보다는 고객점유율에 더 높은 비중을 두며, 고객획득보다는 고객유지를

더 중시한다. 그리고 제품의 판매보다는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에 중점

을 둔다. 따라서 기존고객 및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유지 및 이탈방지, 타상품

과의 연계판매,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승판매(up-sell) 등 일대일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고객과 이탈가능성이 높은 고객, 그리고 연계판매가 가능한 고객 등으로 기

존 고객을 분류하고, 분류된 고객별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집행하기 위해 고

객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며, 고객의 반응을 다시 피드백하여 보다 향상된 고객

관계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많은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우수한 고객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며, 이러한 우수고객의 유지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고객들의 확보보다는 검증된 한 명의 우수

고객이 기업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마케팅 방향은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량생산한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시켜왔다. 이는 고객중심

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이다. 반면 고객관계관리의 전략

은 고객의 입장에 기업을 맞추는 것이다.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고객의 입장

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노진철, 200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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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고객과 기업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의 동의 하에 정보를 다루고, 이 정보를 공정한 방식으로 이용할 것

이라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신뢰(trust)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소비자들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소유할수록 이에 대한 소비자들

의 우려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지속적인 고객관계관리를

통해 정보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

식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마케팅에서 말하는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에 대한 심리학적 정

의들은 보통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Doney와

Cannon(1997)은 신뢰를 “신뢰하려는 대상에 대한 인지된 신용성과 박해정

도”라고 정의한다. 신뢰에 대한 최근의 심리학적 정의는 정직성에 대한 신

뢰와 거래 상대방의 자비(benevolence)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경향이 늘

고 있다. 다시 말해 신뢰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상대의 신용(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비(공동이익의 추구에 대한 관심)에 대한 거래 당사자

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신뢰에 대한 사회학

적 정의들에는 ‘거래 상대방을 기꺼이 믿으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Moorman et al. 1992). 이러한 정의는 신뢰당사자의 신념과 행동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다. 신념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며 행동은 불확실성의 상

황 하에서도 상대를 믿으려는 의지와 관련된다.

결국 신뢰에 대한 심리학적·사회학적 정의들은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

래관계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과 우려에 직면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신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암묵적

으로 가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정보

를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때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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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수많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다. 따라서 신뢰는 개인정보의 제

공이라는 거래과정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담당자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의 기대정도라고 할 수 있다(Milne and Boza,

1999; 노진철, 2000: 56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Milne과 Boza(1999)

는 소비자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기업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서 경험, 명성, 계약, 법적규제, 불신 등을 제시한다(노진철, 2000: 64-65에

서 재인용). 그 결과를 좀더 자세히 소개해보면, 첫째, 기업과의 과거의 경

험이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업이 과거에 다른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업이 소비자와의 관계를 잘 관

리했던 경우, 혹은 기업과 개인간의 접촉이 활발했을수록 소비자들의 신뢰

수준은 높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의 명성 또한 신뢰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전개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기업의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 기업에 대한 개인의 지식 정도와 신뢰는 깊

은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또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기업과 접촉했을 경우

에도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이용에 관한

계약관계 또한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시에 원래 목

적과 다른 정보이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명시하거나, 선택

적 정보제공(opt out) 방법의 사용, 또 정보 이용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이

익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신뢰수준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

보이용에 관한 명백한 법적 장치가 갖추어지고, 정보사용에 대한 제도적인

감사가 보장될 때 소비자들의 신뢰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

만 전체소비자들의 약 23%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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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Milne과 Boza의 작업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업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이들은 기업에 대해 신뢰하면 기업의 개인정보의 수집

과 이용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듯하다. 논리적으로 따져보

면 신뢰나 우려는 기업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

도를 결정하는 매개변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 신뢰를 종속변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둘째는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이익과 비용의 합리적 계산을 중시하는 입

장이다. 즉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그에 따른 비용을 초과할 때 소비자

(혹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

다. 고객-기업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이익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익을 ‘명성’의 하위 차원으로 취급할

뿐이다. 그리고 이익-비용의 계산이라는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고객-기

업의 관계를 중시하는 학자들과 달리 정보주체의 상황조절 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 즉 후자의 관점에서는 정보주체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

력이 고려되지 않지만, 전자의 관점에서는 이익-비용의 변인 이외에도 개

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력을 중시한다.

Ganster 등의 연구(1979)와 Holyman(1977)의 연구들은 이익-비용의 관

점에서 대한 개인들의 태도와 행동을 분석한 선구적인 업적에 해당한다

(오상조, 1995: 11-20에서 재인용). 이들은 개인생활에의 침해에 대한 인식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 다. 이 두 연구들은 정보가 공개

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식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정보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the information), 정보노출의 결과(value of

the disclosure), 정보노출의 유형(type of disclosure), 정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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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ce of information) 등을 제시하 다.

이들의 연구를 계승한 경험연구들은 주로 ‘정보에 대한 통제’와 ‘정보노

출의 결과’의 유의미성을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Fusilier와

Hoyer(1989)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변인들을 수정하여 프라이버시 침

해를 지각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려고 하 다. 이들이 취

한 변인들은 선택과정에서의 정보에 대한 통제, 정보노출의 결과, 정보노

출의 형태, 노출정보의 종류 등이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보사용에

대해 통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프라이버시 침해를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노출의 결과가 긍정적일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를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보노출의 형태, 노출정보의 종

류는 앞의 두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프라이버시 침해의 지각과 별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Culnan(1993)은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연구

하 다. 그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로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의 정도, 정보통제의 능력, 편의성, 원하지 않는 우

편물에 대한 대처능력, 정보노출의 빈도(신용카드의 소유여부, 정기구독

잡지의 유무,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구입의 빈도 등) 등을 설정하고 그

향력을 탐색하 다. 그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업에서의 소비

자정보 사용에 대해 소비자는 적어도 긍정적 집단과 부정적 집단의 두 유

형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의 정보의 사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집단은 그 정보사용의 결과로 자신에게 돌

아오는 편리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우편물에 대한 대처도 원

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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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 봤다. 이들의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기업

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나 정보제공 행위가 기업에 대

한 신뢰,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우려,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통제능력,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득 등에 의해 향

을 받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하겠다.

2 .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습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이익과 비용의 함수로써 설명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이론의 요지는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다. 이 관점을 정보주

체의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용해볼 수 있다. 즉 개인들이 백화

점, 신용카드회사, 웹사이트 등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에 따른

이익이 비용을 상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이익보다는 비용, 즉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더 높다면 소비자나 인터넷 이용자들은 해당 기

업이나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보제공 행위는 합리적 계산에 따른 이익추구적 행위가 아니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나 습관화된 비선택적 행위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이나 웹사이트

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중시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가입자의 정

보제공행위는 비자발적 선택행위일 뿐이며, 그것은 반복적 학습을 통해 강

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학습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학습이론은 인지적, 행위적, 환경적 결정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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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관찰, 직접경험, 강화(reinforcement) 등을 통해

행동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학습이론의 주창자인 Bandura(1973, 1977)는

사람은 행위모방을 통해 폭력성과 공격성을 학습한다고 주장하 다. 주로

가족, 하위문화, 대중매체를 모델로 하여 행동이 사회적으로 전승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폭력에 의존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모델을 제시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다. 폭력은 관찰학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

되는 것은 폭력과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만은 아니다. 반대로 건

전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모방을 낳는다고 한다.

그런데 관찰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타인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

험으로부터도 학습한다.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은 행위자 자

신이 행동하고 자신에게 발생한 일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은 과거에 있

었던 일을 기억하고 장래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과거의 교훈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이론가들은 인간은 주어진 행동을 하고 난 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응을 점검하고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동을 변화시킨

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칭찬이나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그 행동으로 인해 언어적으로나 신체

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밖에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우리

는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상에

의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처벌(혹은 비용)에 의해 우리의 행동이 강화되었

다(reinforced)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이론의 견해를 개인들의 정보제공 행위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정보화의 다양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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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자신의 직접적 경험이나

타인들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 그러한 학습의 경험은 행위자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 양식을 이끌어내

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화의 다양한

삶으로의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현실에 대한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체

념적인’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제공 행위 결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사생활 침해의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그러한 행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정보제공의 결과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앞으로의 정보제공 행위는 더욱

더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위에서 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를 설명할 수 있

는 두 가지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하 다. 본문에서는 두 이론들의 현실적

합성을 비교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전략

을 탐색하도록 하겠다.

제3절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비교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대응방식은 크게 시장규제모델, 정

부개입모델과 자율규제모델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신종철, 2001; 정

화, 2001; 하종현, 1999; 한국전산원, 1997). 아래에서는 각 규제모델의 특

징과 문제점들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

한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구성을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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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장규제모델

순수 시장규제모델은 기업이 자기이해의 실현을 위해 사생활 및 개인정

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노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다. 단지 고객의 판단에 의해 호감

이나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고객의 호감 또

는 거부감으로 발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사생활보호 정책이

시장전략의 일환으로 브랜드(brand)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고품격 서비스

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

시장규제의 특징은 강제화된 규칙이나 규제수단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대신, 시장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전략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규제는 다소 이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

만 순수한 시장규제모델은 개별 기업의 사생활 남용의 욕구를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현실성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시장의 현실이

시장의 이상을 반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시장

은 이윤에 의해 작동되는 곳이다. 현재 개인정보는 상업적인 이윤을 형성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에 아무런

규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정책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일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이라는 방향으로

의 발전이 예견되는 것이다.

2 . 국가개입모델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장실패의 원인은 정보 및 협상비용

9 9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에서 기인한다(정 화, 2001 : 25). 정보비용은 기업과 고객간의 정보의 비

대칭성(asymmetry) 때문에 발생한다. 고객보다는 기업이 그 정보에 대한

가치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기업의 개인보호 정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 설정한 개인보호

정책을 실제로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고객입장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객의 학습비용은 증가한다. 기업은 개인정

보를 사용할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그러한 정보사용을 허용하

지 않더라도 이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시장의 흐름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개입모델의 기

본 입장이다. 국가개입모델이란 개인정보의 침해와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가 주도하여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의거한 법집행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개입모델은 법, 지침, 명령 및 법

원의 판결 등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장하며, 정부기관으

로 하여금 이를 감시, 감독,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국가개입모델

은 강제력을 통한 개인정보 남용의 억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침해에

대한 법적인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에 유리한 측면을 지닌다. 하지만 규제 자체가 과

잉으로 흐르거나 행정업무의 편의성만을 추구함으로써 역으로 규제가 미

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예측불허의

현실 세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가 규

칙을 제정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과도한

비용도 문제로 등장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는 물론이고, 제정된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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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한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익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 제정을 사전

에 봉쇄하는 경우 국가개입모델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3 . 자율규제모델

자율규제모델은 시장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가 규

제하는 전략이다. 업계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약이나 윤리

강령, 지침 등을 제정하며, 이에 의거하여 집행 및 감독기능을 행하게 된

다. 이 모델은 강제력이 없는 대신에 업계 스스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자

각하고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에 용이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규제방식은 연합회 단위로 통일된 지침이나 표준양식을 사용하므로

각 기업의 개발비용과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증제도 등을 통

해 사생활 보호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IBM 등의 기업들은 Trust-E 마크를 채택하고 이를 공표함으

로써, 자신들의 사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신용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마이크

로소프트 등은 타기업이 사생활보호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광고제한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율규제는 업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에 보다 적절

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 스스로가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을 발

전시키고 그 표준을 작성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율

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담합이나 독점으로 흐를 위험성을 안고 있

다. 카르텔의 형성은 자율규제의 고전적인 맹점이다. 즉 회원사간의 경쟁

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봉쇄할 우려도 있다. 업계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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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역시 자체 이익에 기반 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제재의 비현

실성, 업계의 평판에 의한 손실, 개별기업의 이해갈등, 업계중심으로 기술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야기되는 사생활 침해의 증가 등도 자율규제의 한계

로써 지적되는 것들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략들을 개괄해봤다. 본문의 제6

장에서는 각각의 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모델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보

호전략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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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주요개념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본문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이 이번 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논의 전개상의 특성 때문에

본문에서 개념을 구성하거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공간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1 절 자료와 그 특성

1 . 자 료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는 개인정보 침

해사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자료들은 실생활에서 발

생하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침해유형들과 그 과정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둘째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설문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 침해피해 실태, 개인정

보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행동양식 등을 파악하게 된다. 셋째는 개인정보

보호센터, YMCA 시민중계실,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및 한

국디지털법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개인정보 침해실태조사들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피해조사의 보완적 자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1 ) 개인정보 침해사건 기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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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한 첫 번째 자료는 1999년과 2000년에 서울지방검찰청

및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청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침해사건’들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

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통신비 보호법’ 등에 의해 그 행위가 금지된 개인정보의 침해

사건을 말한다.15)

이 기록조사를 위해 먼저 대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해당사건의 목록을

확인한 뒤,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의 협조 하에 해당지청에서 기록조사를 실

시하 다. 수사기록 분석은 크게 사건내용, 피의자 관련내용, 피해자 관련

내용으로 구분된다. 사건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침해방

법, 발생장소, 피해실태 등을 조사하 다. 피의자 관련 내용에서는 범행동

기, 사건처리결과 등을 살펴봤으며, 피해자 관련 내용에서는 피해자의 유

형,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파악하 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피의

자나 피해자, 참고인등의 개인신상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

으며, 사건의 내용들은 오직 유형분류나 통계처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

다. 기록조사는 2001년 9월 17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해당지청에서 이

루어졌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표 3-1>과 같이 서울지방검찰청

본청과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에서 1999년에서 2000년 사

이에 처리한 182개의 사건들을 검토하 다. 이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 70개 으며, ‘통신비 보호법’ 위반 사례

가 60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가 29

개 다.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과 통신비 보호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15) 자세한 것은 <부록 1>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주요법률과 규제행위 및 처벌형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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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검토되었으며,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 보호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

는 3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

보호법이 경합된 사례가 1개 검토되었다. 182개의 사례들은 모두 구조화된

기록조사표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인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따로 파

악하 다.

<표 3-1> 분석에 사용된 개인정보 사건목록

구 분 빈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통신비 보호법 위반

신용정보보호법+통신비 보호법 위반

3 (1.6)

29 (15.9)

70 (38.5)

60 (33.0)

1 (0.5)

3 (1.6)

16 (8.8)

합 182(100.0)

2 ) 개인정보 침해실태에 대한 기존의 조사자료

본문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수사기록은 개인정보침해 사례의 극

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령 자신의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되더라도 자신에게 큰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다면 이를 관계기관이나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역

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아

니면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듯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자료는 개인정보 침해사건

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전체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때

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당국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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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개인정보 침해사건 이외에도 몇 가지 연구자료들을 보충자료로 활용

하 다. 주요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보보호원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2000년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접수한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분석자료이다. 이 자료는 동

기간 중에 신고된 5,562건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6)

둘째, 역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2000년 6월 8일에서 6월 17일까지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 300개에 대해 모니터링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해

당사이트들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5가지 고지의무사항, 즉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의 명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고지 여

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방법 설명 및 실행조치 실시 여부, 동의철회에

대한 방법설명 및 실행조치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셋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한국디지털법연구소에서 2001년 6월 19일부

터 10일간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화설문조사, 온라인방문조

사 등을 통해 수집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이행정도에 관한 자료

이다.

3 ) 일반인 설문조사

다음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

도록 하겠다. 이 조사는 모집단을 2001년 9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

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성인으로 한정하 다. 물론 청소년들에 대한 개

인정보 침해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청소년의 핸드폰, PCS의 사용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아이들도 점차 늘

고 있는 추세여서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16)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cyberprivacy.or.kr)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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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다.

그리고 성인의 연령을 50대까지로 제한한 것은 이 주제 자체가 갖는 난해

함 때문이다. 60대 이상은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으로서, 인터넷 사

용경험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 다.

설문항목들로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문제에 대한 관심, 개인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태도,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와의 제휴

등의 문제와 관련한 응답자들의 태도, 일상생활과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

보 침해 피해실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표본은 서울시 인구를 중심으로 한 규모비례확률표집(proportional

probability sampling)에 의해 추출하 다. 1차 표집단위는 행정구역상

의 동(洞)으로 정했고, 모두 100개의 동을 선택하 다.17) 2차 표집단위는

행정구역상의 통(通)이며 각각의 동에서 첫 번째 통과 가운데 통을 선정하

다. 이렇게 선정된 200개의 통에서 각각 5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 표

본수가 1,000명이 되도록 하 다18). 그리고 1,000명의 목표 표본수를 확보

하기 위해 실제 조사에서는 목표 표본수보다 5%가 많은 1,050명을 표집하

다. 1개 동에서 추출된 표본수는 10-11명이다. 본문의 분석에 사용된 것

은 1,050명의 설문자료이다. 각 동별 표본수는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17)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2000년도 센서스자료(통계청, 2001)를 기초

로 하여 서울지역의 동별 인구수의 누계표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서울지역의 인구

를 100등분한 뒤, 그 간격 만큼에 해당하는 동별 누계인구수를 계산한다. 마지막

으로 이렇게 산정된 동별 누계인구수가 포함된 100개의 동을 선택한다.

18) 통이 선정되면 전체 반의 수를 파악한 다음 가운데 반을 조사하며 조사할 반이

결정되면 반장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집 건너씩 조사하도록 하 다. 조사지역

에서 조사할 가구를 선정한 다음에는 한 가구 내에서는 한 사람만을 조사하 다.

한 집에 가옥주와 세입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한 가구에서만 대상자를 선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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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표집단위에서의 표본선택은 성(sex)과 연령을 고려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 다. 우선 남녀의 비율을 인구센서스 분포에 맞추어 50%씩 동등하

게 하 다. 연령분포의 경우 20대와 30대는 각각 30%씩, 40대와 50대는

각각 20%씩을 할당하 다. 연령별로 이러한 할당을 부여한 것은 서울시의

연령대별 센서스 인구분포와 일치시키기 위해서이다.

<표 3-3>은 1개 동에서의 표본선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표는 10

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20대와 30대는 각각 3명, 40대와 50대는 각각

2명씩 표집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각 연령집단별로 할당된 목표표본수

속에는 남녀가 최소한 1명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침을 주었다. 예를 들

어 10명의 표본을 표집하는 경우, 20대 남자가 1명 선택되었으면, 나머지

20대 2명은 모두 여성이 선택되거나 아니면 여성 1명, 남성 1명이 선택되

도록 하 다. 40대와 50대의 경우, 할당된 2명은 남녀 각각 1명이 표집되

도록 하 다. 만약 한 조사원이 두 지역을 조사할 경우(20명) 성과 연령별

표본할당수는 20대와 30대의 남녀는 각각 3명씩, 40대와 50대의 남녀는 각

각 2명씩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한 동에서 11명을 선택할 경우에는 20

대 남성이나 30대 여성을 1명씩 더 표집하도록 하 다.

이렇게 표집계획이 완료된 후, 서울시민에 대한 실제적인 설문조사는

2001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하 다.19)

19) 설문조사원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등의 협조를 얻어 사회조사분석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

거나 조사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선발하 다. 조사에 앞서 본 연구원에서 조

사원을 대상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 과정상의 유의점 등을 교육하 다.

현지조사는 면접을 원칙으로 하 으며, 조사대상자가 학력이 높고 특히 원하는 경

우 직접기입식을 병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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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차표집 지역(동) 및 표본수

(단위 : 명)

구 동
표본

수
구 동

표본

수
구 동

표본

수
구 동

표본

수

종로구
효자동 10 성북구 석관1동 11 마포구 성산2동 10

관악구

봉천2동 11

혜화동 11

강북구

미아5동 10

양천구

목4동 11 봉천8동 10

중구 신당2동 10 번2동 11 신월2동 10 신림본동 11

용산구

후암동 11 수유3동 10 신월7동 11 신림4동 10

용문동 10

도봉구

쌍문2동 11 신정4동 10 신림10동 11

서빙고동 11 방학2동 10

강서구

염창동 11

서초구

서초2동 10

성동구

사근동 10 창3동 11 화곡본동 10 반포1동 11

금호3가동 11 도봉2동 10 화곡5동 11 방배1동 10

성수2가1동 10

노원구

월계4동 11 가양1동 10 양재1동 11

광진구

화양동 11 하계1동 10 공항동 11

강남구

논현2동 10

중곡4동 10 중계1동 11

구로구

신도림동 10 삼성2동 11

구의3동 11 상계1동 10 구로5동 11 역삼1동 10

자양2동 10 상계5동 11 고척1동 9 개포1동 11

동대문

구

전농1동 11 상계9동 10 개봉본동 11 일원1동 10

답십리4동 10

은평구

불광1동 11

금천구

가산동 10

송파구

풍납2동 11

청량리1동 11 구산동 10 독산4동 11 마천2동 10

이문3동 10 응암2동 11 시흥4동 10 오금동 11

중랑구

면목4동 11 신사1동 10

등포

구

여의도동 11 삼전동 10

상봉1동 10

서대문

구

천연동 11 양평1동 10 가락2동 11

묵1동 11 연희3동 10 신길5동 11 잠실1동 10

신내1동 10 홍은2동 11 대림2동 10 잠실7동 11

성북구

삼선2동 11 북가좌1동 10

동작구

상도1동 11

강동구

고덕1동 10

정능1동 10

마포구

공덕2동 11 상도5동 10 암사4동 11

길음2동 11 신수동 10 사당1동 11 천호4동 10

상월곡동 10 망원1동 11 대방동 10 길1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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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개 동지역(10명 기준)에서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표본할당표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합

20대 1(2) 2(1) 3

30대 2(1) 1(2) 3

40대 1 1 2

50대 1 1 2

합 5 5 10

* 괄호 안의 숫자는 선택가능성을 나타낸다. 20대 남성을 2명 선택했으면, 20대 여성은 1명

만을 선택하도록 했다.

2 .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래에서는 본문에서의 설문조사 자료분석에 앞서 표본의 일반적인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본의 대표성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나누어 집계하 다.

1 ) 표본의 대표성 평가

먼저 조사된 표본이 조사 모집단의 분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살펴보

도록 하자.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01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인구이다. 하지만 2001년의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동

일 연령집단의 2000년도 센서스 조사인구수인 6,368,96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 다. 여기서는 성별, 연령의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표본의 분포를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 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집계한 2000년의 성

별, 연령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인구분포를 구하 다.

<표 3-4>는 표본과 모집단의 성별분포를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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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다르지 않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다음으로 이런 가설에 따른 표본의 기대빈도를 구하 다. 마지막으로 실

제 표본수와 표본의 기대빈도를 비교하여 카이자승 값(χ
2
)을 구하고 통계

적 유의도를 검증하 다. 그 결과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4> 모집단과 표본의 비교 : 성별 분포

성 별 센서스인구 (%) 기대빈도 (%) 표본수 (%)

남 자 3,193,722 (50.1) 526 (50.1) 518 (49.3)

여 자 3,175,238 (49.9) 524 (49.9) 532 (50.7)

합 6,368,960(100.0) 1,050(100.0) 1,050(100.0)

χ
2
= 0.24, d.f. = 1, p > 0.10

표를 보면 응답자는 남자가 49.3%, 여자가 50.7%로 모집단의 분포와 대

체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카이자승 값은 0.24로 유의도가

10%를 넘어 90%의 신뢰구간에서 표본의 분포와 모집단의 분포가 다르지

않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표

본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표본의 성별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표본은 모집단

의 성별 분포를 충실히 반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3-5>는 표본과 모집단의 연령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응답자를 보

면, 20대가 30.1%, 30대가 30.9%, 40대가 22.5%, 50대가 16.5%로 그 분포

는 모집단의 분포와 대체로 동일하게 집계되었다. 이를 <표 3-4>와 동일

한 절차로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카이자승 값이 7.27로

유의도가 10%를 넘어 90%의 신뢰구간에서 표본의 분포와 모집단의 분포

가 다르지 않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것은 표본의 연령 분포와

모집단의 연령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표본이 모집단의 연령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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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5> 모집단과 표본의 비교 : 연령 분포

성 별 센서스인구 (%) 기대빈도 (%) 표본수 (%)

20대 2,029,000 (31.9) 335 (31.9) 317 (30.1)

30대 1,754,034 (27.5) 288 (27.5) 324 (30.9)

40대 1,558,070 (24.5) 257 (24.5) 236 (22.5)

50대 1,027,856 (16.1) 169 (16.1) 173 (16.5)

합 6,368,960(100.0) 1,050(100.0) 1,050(100.0)

χ
2
= 7.27, d.f. = 3, p > 0.10

2 ) 응답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다. 앞의 <표

3-4>에 따르면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518명(49.3%), 여자가 526명

(50.7%)으로 남녀가 대략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2000년 인

구센서스 결과에서 20세 이상 60세 미만 서울 거주자의 남녀비율(남자

50.1%, 여자 49.9%)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317명(30.1%), 30대 324명(30.9%), 40대 236명(22.5%), 50대 173

명(16.5%)의 분포를 보인다. 이런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00년 인구센

서스 결과에서 서울시 거주자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별 분포, 즉

20대 31.9%, 30대 27.5%, 40대 24.5%, 50대 16.1% 등과 대체로 일치한다

(<표 3-5>).

<표 3-6>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남녀 분포를 집계한 것이다. 표본의

집계결과를 보면, 20대는 남자 152명(47.9%), 여자 165명(52.1%), 30대는

남자 160명(49.4%), 여자 164명(50.6%), 40대는 남자 109명(46.2%), 여자

127명(53.8%), 50대는 남자 97명(56.1%), 여자 76명(43.9%)이 각각 표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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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조사 모집단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서울인구의 분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사 결과 20대에서 40대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비교적 골고루 표

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대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포는 2000년 센서

스의 50대 서울인구의 남녀비율(남자는 50.1%, 여자는 49.9%)과 약 6%의

차이를 보인다. 50대 연령층에서는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를 정확히

반 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표본이

성별, 연령별로 모집단에 비해 편포(遍布)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으로 생각된다.20)

<표 3-6>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남녀비율의 분포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자 152 (47.9) 160 (49.4) 109 (46.2) 97 (56.1)

여 자 165 (52.1) 164 (50.6) 127 (53.8) 76 (43.9)

합 317(100.0) 324(100.0) 236(100.0) 173(100.0)

<표 3-7>은 응답자의 성별로 구분한 혼인상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혼인상태는 남녀별로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된 자료의 남녀별 혼인상태의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에 기혼(동거

포함)이 309명(59.6%), 이혼(별거포함)이 7명(1.4%), 사별이 4명(0.8%)이고

미혼은 198명(38.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기혼(동거포

함)이 335명(63.0%), 이혼(별거포함)이 9명(1.7%), 사별이 7명(1.3%), 미혼

20)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표본과 모집단의 연령층에 따른 남녀 분포의 카이자승

검증을 해본 결과, 카이자승 값은 4.05로써 유의도가 10%를 넘어 90%의 신뢰구간

에서 표본의 분포와 모집단의 분포가 다르지 않다고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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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81명(34.0%)의 분포를 보 다. 응답자의 남녀에 따른 혼인상태의 분포

를 2000년 센서스 결과와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여성이 모집단 분포에 비

해 약 7% 더 많게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혼여성층에서는

표본의 분포가 반드시 모집단의 분포를 그대로 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3-7> 응답자의 남녀별 혼인상태 분포 : 센서스 인구분포와의 비교

성 별 센서스인구 (%) 표본수 (%)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혼(동거) 1,942,230 (60.8) 2,098,524 (66.1) 309 (59.6) 335 (63.0)

이혼(별거) 65,940 (2.1) 95,108 (3.0) 7 (1.4) 9 (1.7)

사별 20,335 (0.6) 123,776 (3.9) 4 (0.8) 7 (1.3)

미혼 1,165,194 (36.5) 857,754 (27.0) 198 (38.2) 181 (34.0)

합 3,193,699(100.0) 3,175,162(100.0) 518(100.0) 532(100.0)

<표 3-8>은 응답자의 교육수준 분포를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제시

한 것이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중학교 이하가 56명(5.3%), 고등학

교가 362명(34.5%), 전문대학이 135명(12.9%), 대학교가 451명(42.9%), 대

학원이 46명(4.4%)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은 중학교 이하와 대학교이다. 즉 표본의 분포를 모집단의 분포와 서로 비

교해보면, 표본에서의 중학교 이하의 비율은 모집단에 비해 10.6%나 과소

표집되었고, 표본에서의 대학교의 비율은 모집단보다 16.2%나 과다 표집

되었다. 따라서 학력수준이 중학교 이하집단과 대학교인 집단은 모집단의

분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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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응답자의 교육수준 분포 : 모집단과의 비교

성 별 센서스인구 (%) 표본수 (%)

중학교 이하 1,012,459 (15.9) 56 (5.3)

고등학교 2,512,733 (39.4) 362 (34.5)

전문대학 854,541 (13.4) 135 (12.9)

대학교 1,698,985 (26.7) 451 (42.9)

대학원 290,241 (4.6) 46 (4.4)

합 6,368,959(100.0) 1,050(100.0)

<표 3-9>에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직업

을 보면, 전문직이 142명(13.7%), 관리직 53명(5.1%), 사무직 292명(28.1),

판매·서비스직 274명(26.4%), 생산직 58명(5.6%), 농어업 2명(0.2%), 학생

43명(4.1%), 주부 158명(15.2%), 미취업(퇴직, 실업 등)이 16명(1.5%)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응답자의 직업 분포

구 분 빈도 (%)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

생산직

학생

주부

미취업등

무응답

142 (13.7)

53 (5.1)

292 (28.1)

274 (26.4)

2 (0.2)

58 (5.6)

43 (4.1)

158 (15.2)

16 (1.5)

12

합 1,050(100.0)

3 )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응답자의 의식과 태도는 그 사람의 계급·계층적 지위 및 생활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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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도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응답자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주거침입이나 비 침해와 같

은 사적인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실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응답자의 주거상의 특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응답자

의 소득수준, 주거형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가구의 특성을 알

아보기로 한다.

<표 3-10> 응답자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성 별 빈도 (%)

소 득

주거형태

주택 소유현황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5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35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

450만원 이상

무응답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판자집

상가건물

기타

무응답

자기집

전세(독채)

전세(방)

월세

기타

무응답

28 (2.7)

60 (5.8)

210 (20.1)

247 (23.7)

201 (19.3)

120 (11.5)

75 (7.2)

32 (3.1)

33 (3.2)

37 (3.5)

7

252 (24.0)

331 (31.5)

408 (38.9)

3 (0.3)

44 (4.2)

12 (1.1)

2

610 (58.2)

290 (27.7)

66 (6.3)

48 (4.6)

34 (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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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간격을 50만원으로 설정한 뒤, 전체를 10단

계로 구성하여 파악했다. 응답자 가구의 소득분포를 보면,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28명(2.7%),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60명(5.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210명(20.1%),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47명

(23.7%),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01명(19.3%), 25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20명(11.5%),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75명(7.2%), 35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2명(3.1%), 4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이 33명

(3.2%), 4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37명(3.5%)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408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 다세대주택 331명(31.5%), 단독주택 252명(24.0%)의 순서 으며,

나머지는 상가건물 44명(4.2%), 판자집 3명(0.3%), 기타 12명(1.1%)으로 조

사되었다. 주택 소유현황을 보면 자기 집이 610명(5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세(독채)로 290명(27.7%)이었으며, 그밖에 전세일부가 66명

(6.3%), 월세 48명(4.6%), 기타 34명(3.2%)의 분포를 보 다.

다음으로 응답자(가구)의 소비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의 활용 등은 응답자의 소비수준과 무

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수준은 주택소유 유무, 자가

용의 유무와 그 형태, 생활용품 수 등을 통해 파악하 다.

자가용의 형태는 소형차(배기량 1,500cc 이하), 중형차(배기량 2,000cc

이하), 고급승용차(배기량 2,500cc 이상)로 구분한 다음, 자가용이 없거나

소형차일 경우에는 0점, 중형차와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

점을 부여하 다.21) 주택소유 여부는 <표 3-10>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0점을 부여하 다.

생활용품수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29인치 TV, 에어컨, 대형오디오,

21) 구체적인 차종에 대한 구분방식은 <부록 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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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오븐, 김치냉장고, 디지털 캠코더, 스포츠 회원권, 콘도회원권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개수로 측정하 다. 다음으로 자가용 형태, 주택소유여부,

생활용품수를 합산하여 ‘소비수준’이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 다. 이 ‘소비

수준’은 0점에서 13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값은 6.6, 표준편차는 2.7

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크론바하 알파)는 0.76으로 나타났다.

<표 3-11> ‘소비수준’의 구성을 위한 자가용, 생활용품 유형별 빈도

품 목 구 분 빈도 (%)

생활용품

자가용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29인치 TV

에어콘

대형오디오

가스오븐

김치냉장고

디지털 캠코더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없다

소형차

중형차

고급승용차

1,020 (97.3)

1,019 (97.2)

880 (84.0)

612 (58.4)

556 (53.1)

520 (49.6)

420 (40.1)

415 (39.6)

218 (20.8)

100 (9.5)

100 (9.5)

298 (28.5)

328 (31.4)

358 (34.3)

60 (5.7)

* ‘있다’의 비율

제2절 주요개념의 측정

이번 절에서는 본문에서 언급될 주요 개념과 그 측정방법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념의 소개와 측정방법은 본문의 구성순서를 좇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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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논의 전개상 본문에서 그 구성방법을 다룰 필요

가 있는 개념들의 경우라면, 이 절에서는 개념의 명칭과 측정문항을 밝히

는 정도로 그치겠다. 그 나머지 개념구성에 대해서는 이번 절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1 . 개인정보 침해실태

일상생활과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

경험을 측정하 다.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신상정보, 의료

정보, 신용정보, 법률위반기록의 누출 등을 중심으로 그 경험여부를 측정

하 다.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경험은 8가지 유형을 통해 측정하 다. 구체

적인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정보유출, 인터넷뱅킹 정보유출, 전자문서 침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몰래카메라의 피해, ID·패스워드의 유출, 개인신상

정보 유출 및 도용, 정체불명의 전자우편(spam mail) 등이다. 그리고 온라

인 개인정보 피해는 인터넷 사용자에 한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이

용여부,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상의 지출액,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 숫

자, 인터넷 자료검색 능력 등을 추가적으로 측정하 다.

2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될 수 있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들의 입장, 즉 여론을 분석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 하겠다. 이에 본문에서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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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

하 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관심’,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한 태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 침해실

태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

려’ 등이다. 각 개념의 구성방식이나 측정문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관심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해 다른 사회문제

들, 즉 청소년범죄, 교육문제, 물가안정, 주택문제, 환경보호, 경기부양, 정

치문제 등을 준거로 상정한 뒤, 각각의 항목을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사회문제 유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

낸다.

2 ) 개인정보의 상업화

‘개인정보의 상업화’란 개인들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

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의 자유로운 수집 : 기업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 기업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기업간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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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정도가 강한 것을 나타내도록 하 다. 다음으로 세 문항을 단순 합산

하여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한 태도’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 다. 이 변

인은 그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일에 대해 보

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3점에서 15점까지의 분포를 보이

며, 평균값은 12.4, 표준편차는 2.4이며, 신뢰도 계수(크론바하 알파)는 0.86

으로 나타났다.

3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에 대한 인식

기업이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변인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수집하

는 것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새로운 판매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의 두 문항을 통

해 정보수집 목적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측정하 다. 두 문항은 각각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

렇지 않다,’ ‘모르겠다’ 6가지 범주로 측정하 다. 이 중 ‘모르겠다’의 응답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응답을 보인 사례만을 선택한 뒤, 두 문항의

응답점수를 재구성하여22) ‘기업지향적 정보수집에 대한 인식’이라는 복합

지수를 구성하 다. 이 ‘기업지향적 정보수집에 대한 인식’은 2점에서 10점

까지의 분포를 보이는데, 평균값은 6.9, 표준편차는 1.3이고 신뢰도 계수는

0.87이다.

4 ) 개인정보 침해실태의 인식정도

개인정보 침해유형 중, 동의 없는 정보의 수집, 정보의 이차적 이용, 동

22) 전자의 문항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다’에 1점을 부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5

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부호화하 다. 후자의 문항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다’에 5점

을 부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부호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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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정보의 유통, 과도한 정보수집 등의 문제가 현실에서 얼마나 발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 다. 구체적인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문항1 :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다.

문항2 :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허락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도 소비자들의 개

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문항3 :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제휴하고 있다.

문항4 : 기업들은 필요이상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각 문항들은 ‘정말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모르겠다’ 6가지 범주

로 측정하 다. 이 중 ‘모르겠다’의 응답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응답

을 보인 사례만을 선택한 뒤, 네 문항의 응답점수를 재구성하여(각 문항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 다) ‘개

인정보 침해실태에 대한 인식정도’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 다. 이 변인은

4점에서 2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는데, 평균값은 15.8, 표준편차는 2.9이고

신뢰도 계수는 0.79이다.

5 ) 개인정보 상업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보

수집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상업화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가능성이 있

다는 것과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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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후자의 문제를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따

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상업적으

로 활용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정

보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감정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능성 유발

개인정보의 상업화 → 사생활 침해 → 우 려

<그림 3-1>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유발과정

여기서 ‘우려’라는 개념은 두려움, 걱정, 성가심, 불편함 등의 심리학적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부당한 수집과 활용, 그리고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더라도 그것이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현실보다 더 큰 피해의식을 갖게 됨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경

제활동 등이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일치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어떻든 현실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개인정보

의 상업화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수행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

하 다. 첫째는 자신의 정보가 취급되는 방식에 따른 우려이다. 정보수집

행위로 인한 우려, 정보이용 행위로 인한 우려, 정보수집 및 이용의 결과

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첫 번째 차원과 관련하여 고려

할 수 있는 항목이다. 두 번째 차원은 ‘우려’가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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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심리적 상태의 결과로써, 불편함, 당혹감, 두려움을 그 하위항목으로 설

정하 다. 이 두 차원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술을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하 다.

문항1 : 나는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불편하다.

문항2 : 나는 기업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

우 당혹스럽다.

문항3 : 나는 내가 기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 때문에 나의 사생활이 외부

에 노출될까 바 걱정된다.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이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사

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 다. 이 척도는 점

수가 높을수록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

낸다. 이 척도의 점수분포는 3점에서 15점까지이고, 평균은 11.7, 표준편차

는 2.5이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0.85로 측정되었다.

3 . 학습화된 행위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습이론적 설명은 그 행동이 평소의 습관이나

경험의 반복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습이론적 설명의 현실적

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의 습관,’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의 개인정보 노출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정도,’ ‘개인정보 보호방

침에 대한 관심,’ ‘정보제공과 관련한 방어적 행동,’ ‘정보관리 유형’ 등을

측정하 다. 자세한 결과는 본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정보제공과

관련한 방어적 행동’과 ‘정보관리 유형’ 변인의 측정과정에 대해서만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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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하겠다.

1) 정보제공과 관련한 방어적 행동

이 변인은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이 미래의 행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가

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평소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남용되

는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정보제공에 신중하게 행동했던 사

람들은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러한 행동양식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제공과 관련한 방어적 행동양식’은 다음의 네 문항

으로 측정하 다.

문항 1 : 귀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상품판매나 광고발송에 사용하

는 어떤 리스트로부터 귀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삭제해달라

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2 : 귀하께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예약하면서 개인정보

의 노출을 우려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방법을 요

청하거나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3 : 귀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거짓정보를 기재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4 : 귀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회원가입을 포

기한 적이 있습니까?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이 점수를 합하여 ‘정보제공과 관

련한 방어적 행동양식’이라는 변인을 구성하 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정

보제공과 관련한 방어적 행동경험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 변인은 4점에

서 16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값이 6.3, 표준편차는 2.1, 신뢰도계수는

0.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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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보관리 유형

‘정보관리 유형’은 평소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한 변인이다. 즉 평소 외부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너그러

운지 아니면 신중한지,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갖는지(예

를 들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느껴졌을 때 제공한 정보를 철회하는지

등) 등의 반응양식을 말한다. 이 변인은 윗부분에서 언급한 평소의 ‘정보

제공 습관(정보제공성향)’과 ‘정보제공과 관련한 방어적 행동(정보통제성

향)’의 두 변인을 조합해서 구성하 다.

이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정보관리양식을 도출

해 낼 수 있다. 정보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정보가 노출되거

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한편, 정보의 제공성

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쉽게 제공하며, 다

른 사람들은 정보제공을 꺼려하기도 한다. 이 두 측면이 동일한 것처럼 보

일 수도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예를 들어, 정보제공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기정보의 통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는 쉽게 제공하지만 이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사람

도 있다. 따라서 정보통제와 정보제공의 두 측면을 조합할 때,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정보제공 성향은 높고, 그에

대한 통제성향은 낮은 유형이다. 정보관리에 있어 ‘자유방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정보제공 성향과 통제성향이 모두 낮은 유형이다. 정

보관리 유형에서 있어 ‘무관심형’에 해당한다. 셋째는 정보제공 성향과 통

제성향이 모두 높은 형태이다. 정보는 쉽게 제공하지만 그로 인한 개인정

보 침해에도 관심이 높은 소위 ‘선택적 통제형’에 해당하는 정보관리 유형

이다. 넷째는 정보제공 성향은 낮고 통제성향은 높은 유형이다.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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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

는 유형이다. 정보관리의 유형으로서는 ‘철저한 통제형’으로 부를 만 하다.

이 네 가지 유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2>).

정보제공 성향

높다 낮다

통제성향

낮다
유형1

(자유방임형)

유형2

(무관심형)

높다
유형3

(선택적 통제형)

유형4

(철저한 통제형)

<그림 3-2> 개인정보 관리유형

4 . 합리적 선택행위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들의 정보제공 행위는 이익-

비용의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에서는 이 이론의 현실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개념을 설정하고, 그 측정방법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1 ) 합리적 선택이론의 검증을 위한 개념의 설정

제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정리한 것처럼, 고객관계관리를 중시하는 입장

에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정보 침해의 우려를 낮춤으로써 이용자들

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Milne & Boza, 1999).

여기서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 즉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

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해당사이트의 명성(reputation),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익(merits), 이용자와 웹사이트간 거래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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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ness),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해(knowledge

on law) 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Milne과

그의 동료들의 작업은 기업의 신뢰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에

만 머무를 뿐, 신뢰형성이 정보제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

되지 못했다. 이에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신뢰 자체의 효

과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익-비용의 합리적 선택이론(Ganster et al., 1979;

Holman et al., 1977; Fusilier와 Hoyer, 1989)에 기대면, 과거의 피해경험

이나 개인정보 상업화로 인한 일반적인 두려움도 정보제공 행위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웹사이트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 여과되지 않고 반 될 때 발생한다. 웹사이트들이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특정 웹사이트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용자가 얼마나 자신의 정

보통제에 능숙하냐에 따라 정보제공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Culnan,

1993).

한편, 명성, 이익, 공정성, 제도적 이해, 신뢰, 정보통제력 등이 정보제공

을 강화하는 요인이라면, 두려움, 피해경험은 정보제공을 약화하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하려는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신

뢰를 줄 만하고, 가입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으며, 웹사이

트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을 취한다고 믿고 있으며, 정

보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노출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노출의 우려가 크다거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과거에 정보피해 경험이 있다면, 자신

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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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개념의 측정2 3 )

① 명성

명성이란 웹사이트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느냐, 웹사이트의 신뢰

성과 공정성, 서비스의 질 등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웹사이

트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대외적 지명도),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가(인기

도), 네티즌으로부터의 평가(평가), 실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가(서비스) 등을 통해 웹사이트의 명성을 측정하 다. 구체적인 측

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대외적 지명도 :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잘 알려진 사이트이다.

인기도 :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회원수가 많다.

평가 :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 :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12>는 웹사이트에 대한 ‘명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의 응답분

포를 제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웹

사이트의 대외적 지명도, 인기도, 평가,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웹사이트에 대한 전체적 평판은 표에 제시된 네 가지 항목

을 합산하여 구성하 다.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네 항목의

합산으로 구성된 ‘웹사이트에 대한 명성’은 4점에서 20점까지의 분포를 보

이는데, 평균은 16.4이고 표준편차는 2.6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판이 높

은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81이었다.

23) 논의 전개상 합리적 선택이론의 주요개념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항목들의 분포결

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어, 연구방법 부분에서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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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웹사이트의 ‘명성’에 대한 측정항목별 응답분포

빈도(%)

구 분
전혀 안

그렇다

안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합

대외적 지명도 9 (1.4) 17 (2.6) 58 (8.7) 244 (36.6) 337 (50.6) 665 (100.0)

인기도 9 (1.4) 17 (2.6) 68 (10.3) 235 (35.7) 330 (50.1) 659 (100.0)

평가 8 (1.2) 18 (2.9) 122 (19.6) 292 (46.9) 182 (29.3) 622 (100.0)

서비스 9 (1.4) 28 (4.3) 213 (32.8) 299 (46.1) 100 (15.4) 649 (100.0)

② 이익

‘이익’은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서 활동함으로써 얻는 단기적·

장기적 이익을 말한다.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 사이트에서 활동함으로써

얻는 부가적 이익(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무료쿠폰의 확보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 ‘이익’을 측정하 다. “이 사이

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 “이 사이트에서 얻는 정

보가 내게 도움이 된다.” “이 사이트로부터 받는 이메일은 내게 도움이 된

다.”

<표 3-13>은 각 문항의 응답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각 항목은 5점 척도

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이익이 많은 것을 나타내도록 부호화 하

다. 응답분포로 미루어보면,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사이트의 회원으로 활

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사이트로부터 얻는 정보가 유익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다만 사이트로부터 수신하는 이메일은 자신에게 크

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로부터의 ‘이익’은 이 세

가지 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 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트로부터 받는

이익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3점에서 15점의 분포를 이루며, 평균

값이 10.8, 표준편차가 2.1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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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웹사이트로부터의 ‘이익’의 측정항목별 응답분포

빈도(%)

구 분
전혀

안 그렇다

안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합

이 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10

(1.5)

17

(2.5)

191

(28.3)

342

(50.7)

114

(16.9)

674

(100.0)

이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가 도움이 된다

10

(1.5)

25

(3.7)

169

(25.1)

367

(54.5)

103

(15.3)

674

(100.0)

이 사이트로부터 받는

이메일이 도움이 된다

28

(4.2)

114

(17.0)

267

(39.7)

193

(28.7)

70

(10.4)

672

(100.0)

③ 거래관계의 공정성

거래관계의 공정성은 정보이용의 계약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신뢰성을

의미한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정보수집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요구

할 경우 회원의 정보를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탈퇴와 더불어 정보

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정보주체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거래관계의 공

정성은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 계약상황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관한 것

이다. 정보이용에 따른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웹사이트의 거래관계에 따른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문항을 사용하 다. 첫째,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회원이 원할 때 자신의

정보에 관해 열람,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둘째,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가입 시 명기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셋째,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회원에게 소식메일을

받아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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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웹사이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빈도(%)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합

회원에게 정보열람, 수정,

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477 (70.9) 57 (8.5) 139 (20.7) 673 (100.0)

이차적 정보사용시 회원의

동의를 구한다
176 (26.2) 100 (14.9) 397 (59.0) 673 (100.0)

이용자는 소식메일의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87 (72.6) 58 (8.6) 126 (18.8) 671 (100.0)

<표 3-14>는 해당 웹사이트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여부를

제시한 결과이다. “회원에게 정보열람, 수정, 삭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과 “회원에게 소식메일의 수신여부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질문에 대한

‘모르겠다’의 응답비율이 각각 20.7%, 18.8%로 집계되고 있다. 대략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가입한 웹사이트에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렇

지 않은지, 그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24) 더욱이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이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26.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

은 절반이 넘는 59% 다.

이렇게 웹사이트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그러한 차이가 개인들의 정보제공 행위에 어떤 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세 문항의 응답결과를 가지고 웹사이트의

‘공정성’이라는 척도를 구성하 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면, 위의 세 문항

24) 이 조사를 통해서는 그러한 결과가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

인지, 아니면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본문의 <표 6-14>에서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해 관심이 없다

는 응답비율이 63.6%인 점으로 미루어보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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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각 1점을 부여했고, ‘아니다’와 ‘모르겠다’

의 경우에는 각각 0점을 부여한 뒤, 세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공정성’이라

는 척도를 구성하 다. 이 척도는 0점에서 3점의 분포를 보이는데, 평균값

이 1.7, 표준편차가 1.0이며, 신뢰도 계수는 0.53이었다.

④ 제도적 이해

‘제도적 이해’는 정보이용이나 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보피해

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측정하 다.

<표 3-15> 정보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인지여부

구 분 빈도 %

그렇다

아니다

128

519

19.8

80.2

합 647 100.0

<표 3-15>는 정보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

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표에 따르면 피해구제 방법에 대

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9.8%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섯 명 중

겨우 한 명만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⑤ 신뢰

신뢰는 웹사이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믿

는 이용자들의 기대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대 속에는 이용자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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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신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항들을 통해 측정하 다. “내

가 가입한 사이트는 나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

는다,”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의 개인정

보를 이용할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

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이 사이트에 제공한 나의 개인정보로 인해 나

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앞의 두 문항은

긍정적인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뒤의 두 문항은 부정적인 우려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웹사이트에 믿음과 우려의 정도를 합산하여 사이트

에 대한 ‘신뢰’ 정도를 파악하 다. 각각의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구성하

다. 앞의 두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뒤의 두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각 문항의 응답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53.0%) 가 자신의 정보

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웹사이트가 회원들에 이익을 주는 쪽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오직 33.5%, 즉 세 명중 1명만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사

람들의 비율이 34.2%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6%보다 13%

가량 더 많았다.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 때문에 자기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면, ‘그렇다’의 비

율이 37.1%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 22.4%보다 약 14%가 더 많았다. 대체

적으로 봤을 때, 응답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웹사이트가 자신의 정보를 부

당하게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정보유출 가능성

이나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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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웹사이트의 ‘신뢰도’에 대한 측정항목과 응답분포

빈도(%)

구 분
전혀

안그렇다

안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합

내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

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12

(1.8)

72

(10.6)

234

(34.6)

290

(42.8)

69

(10.2)

677

(100.0)

내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19

(2.8)

113

(16.7)

318

(47.0)

183

(27.1)

43

(6.4)

676

(100.0)

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14

(2.1)

125

(18.5)

306

(45.3)

186

(27.5)

45

(6.7)

676

(100.0)

이 사이트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18

(2.7)

133

(19.7)

274

(40.5)

215

(31.8)

36

(5.3)

676

(100.0)

한편,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네 문항의 점수(뒤의 두 문항은 앞의 두

문항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도록 재부호화함)를 합산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구성된 ‘신뢰’ 척도는 4점에서 2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평균은 12.3, 표

준편차는 2.6이며, 신뢰도 계수는 0.70이다.

⑥ 정보침해에 대한 통제력

‘통제력’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를 측

정하는 데는 “귀하께서는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전화나 우편

물을 받았을 때,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사용하 다. 이 문항은 5점 척

도로 측정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능력이 뛰어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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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통제력)

변 인 빈도 %

매우 잘 대처할 수 있다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전혀 모르겠다

84

393

350

175

47

8.0

37.5

33.4

16.7

4.5

합 1,049 100.0

<표 3-17>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평가한 결과가 제시

되었다. 이에 따르면 45.5%가 스스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다고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 으

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3.4%로 집계되었다. 이 척도의 평균값은 3.3이

고 표준편차는 1.0이다.

⑦ 피해경험

피해경험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된 피해경험을 말한다. 여기

서는 스팸메일의 수신경험으로 피해경험의 정도를 측정하 다. 스팸메일

피해경험은 8점 척도로 측정하 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더 많이 경

험한 것을 나타낸다. 스팸메일에 대한 자세한 측정방법은 본문의 제4장에

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⑧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이것은 개인정보가 웹사이트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현실이 개

인에게 끼치는 불편함, 당혹감, 고통, 걱정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생활 침

해에 대한 우려’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항, 즉 “나는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불편하다,” “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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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다,”

“나는 내가 기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 때문에 나의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

될까 바 걱정된다”의 응답을 합산하여 구성하 다.

⑨ 종속변인 : 정보제공의 정도

이것은 응답자들이 가장 최근에 가입한 웹사이트에 제공한 정보의 정도

를 말한다. 흔히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필수적인 사항과 선택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이

두 가지 사항들을 정보를 전부 제공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 회원의 입장에서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거짓 정보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두 요소를 조합하면, 정보제공 정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히 제공하

는 형태이다. 정보 제공의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에 속한다. 둘째는 필수

사항은 다 기입하고 선택사항 중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필수사항만 제공하고 선택사항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형태이다. 넷째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표 3-18>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응답분포를 나타낸다. “하나도 빠짐없

이 충실히 제공하 다”는 사람은 18.0% 고, “대체적으로 충실히 제공하

다”는 응답비율은 48.5%로 나타났다. 필수사항만 제공하고 선택사항은 비

워 두었다는 응답은 32.0% 으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거짓정보를 제공

한 경우는 1.5% 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응답자의

64.5%가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 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히 제공한” 경우를 4점으로 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1점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개인정보 제공의 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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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척도로 삼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웹사이트에 제공한 정보량이 많은 것

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평균값이 2.8이고 표준편차는 0.7인 분포를 보인다.

<표 3-18> 개인정보 제공의 정도

변 인 빈도 %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히 제공하 다

대체적으로 충실히 제공하 다

필수사항만 제공하고 선택사항은 비워 두었다

거짓정보를 제공하 다

122

328

216

10

18.0

48.5

32.0

1.5

합 676 100.0

5 . 개인 정보보호의 쟁점과 관련한 주요변인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소

비자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atabase marketing)에 대한 태

도,’ 허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허용하기 힘든 개인정보의 유형,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모델 등이다.

1 )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태도

이 변인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의견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 평가를 측정한다. 찬성과 반대의 구체적 이유를 ‘계약’과 ‘사생활 보

호’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평가해볼 것이다.

2 ) 허용할 수 있는 정보와 허용하기 힘든 정보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허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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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 가족에 관한 것, 직업에 관한 것, 자산 혹은 부채에 관한 것, 의

료 혹은 신체적 특성 등에 관한 것, 취미 및 기호에 관한 것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 다. 각 유형별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각 항

목들은 4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① 개인신상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명, 결혼여부

② 가족 정보

부모의 인적사항, 배우자의 인적사항, 자녀의 인적사항, 형제자매의 인적

사항

③ 직업관련 정보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위, 과거직장에 대한 정보

④ 자산 혹은 부채에 관한 정보

은행잔고, 부채현황,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 소유차량에 대한 정보 주식,

채권,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 부동산 정보, 월수입, 보유하고 있는 자격

증 정보

⑤ 의료 및 신체적 특성에 관한 정보

의료기록, 가족의 질병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신장, 몸무게

⑥ 취미 및 기호에 관한 정보

비디오 대여기록, 성생활, 성적취향, 정기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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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백화점 구매정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3 ) 개인정보 허용도

위에 제시한 6개 유형의 37개 항목의 점수를 전부 합산하여 ‘개인정보

의 허용도’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 다. 이 척도는 37점에서 148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값은 91.5, 표준편차는 17.3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

수는 0.95 다.

4 )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모델

이론적 자원에서 제시한 국가개입모델, 시장모델, 자율규제모델,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시민운동모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호모

델이 무엇인지를 시민들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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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그 발생실

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실생활과 온라인의 두

공간 모두에서 발생한다. 실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사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래 줄곧 나타났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려는 권리로서 출발한

사생활권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까지 확장됨으로써 타인으로부터의 일체

의 간섭과 관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때문에 일상에서의 타인에 의한 사생

활 침해의 역사는 오랜 연원을 갖는다. 흥신소 직원에 의한 소위 ‘뒷조사’

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온라인을

통한 혹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이 온

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의 유형들이다. 뿐만 아니라 온

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업에 의해 수집되고 분류되며, 그 결과

가 다시 원하지 않은 광고우편물의 수령이라는 형태로 개인에게 회귀되는

일이 발생한다.

일상과 온라인이 결합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추적되고 감시되는 일

도 발생한다. 신용카드의 장점을 장황하게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

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많은 이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흔적을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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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로 인해 그 사용내역을 추적함으로써 그의 과거 행적을 재구성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온라인을 통해 서로 연결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과거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그

해당 개인에게는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리 일상과 온라인 세계의 곳곳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두 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침해유형들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에 대한 선행연구결

과와 공식통계상의 침해양상들을 배경적인 논의로써 검토한 뒤, 본격적으

로 설문조사에 의해 드러난 침해실태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제1 절 우리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

1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사례보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 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25)의 보고

에 의하면, 2000년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총 7,859건의 피해신고 및 상

담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한다(<그림 4-1>).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가 처음 개설된 이후로 피해신고 및 상담접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 4월에서는 신고 및 상담건수가 113건에 불

과하던 것이, 2001년 6월에 가면 1,573건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개인정보침

해신고센터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에 따른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더라

도 그 접수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5)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고충처리 및 침해 예방활동의 추진과 개

인정보 보호 발전방안 강구 및 정책 시행을 위해 2000년 4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설치되었다(김연수, 200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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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및 상담건수의 월별 변화

<그림 4-2> 정보침해건수의 월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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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4-1>에 제시된 통계에는 정보침해건수뿐만 아니라 상담건

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침해피해 신고건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26) <그림 4-2>는

이를 제시한 결과로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1월에는 449건이던 것이 6월

에 가면 1,138건으로 크게 증가하 다. 6월의 신고건수는 1월의 신고건수

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4-1>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유형

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

나 침해 혹은 도용”한 경우가 57.2%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이 유형은 ID가 도용되어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주민

등록번호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이트 및 PC 통신 등에 자신도 모르게 가

입된 경우,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훼손되거나 무단 공개된 경우 등을 나

타낸다. 다음으로는 많은 침해유형은 “원하지 않은 정보(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의 수신”으로서 그 비율은 22.4% 다. 이 유형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전자우편(mail bomb)을 전송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리고 욕설이 담긴 전화 및 메일을 전송하여 수신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를 받는 경우 등을 나타낸다. 계속해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그리고

회원탈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8.9%,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활용했던 경

우”가 5.6%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한 경우”는 4.0% 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달

성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3%,

26)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홈페이지 제시된 2000년 4월에서 12월까지의 신고건수에

는 월별 상담건수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의 자료만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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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시 법률이 정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가 0.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확보하지 않

은 경우”가 0.2%,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0.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의 분포(2000. 4 - 2001. 6)

침해 유형 빈도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8 (0.1)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33 (4.0)

개인정보 수집시 의무고지사항 미 이행 18 (0.3)

안정성 확보 미 조치 10 (0.2)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이외의 사용 322 (5.6)

개인정보 수집달성 후 미파기 75 (1.3)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요구에 불응 514 (8.9)

원하지 않은 정보(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 수신 1,288 (22.4)

타인 개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3,293 (57.2)

합 계 5,761(100.0)

한편 <표 4-1>의 결과는 개별적인 행위중심으로 그 침해유형이 제시되

어 있어, 이를 제2장에서 제시한 발생단계별 개인정보 침해유형에 맞추어

재구성해보려 했다. 하지만 <표 4-1>에 제시된 유형들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네 가지 침해유형(불법수집, 오류, 부당접속, 이차적 사용)이 혼

합된 형태들이 나타고 있어 재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동

의 없는 제3자의 제공 및 목적 이외의 사용”에는 고지범위를 초과한 제3

자 제공 및 목적 이외의 사용(이차적 사용)과 취급자에 의한 유출(부당접

속)이 포함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써 “원하지 않은 정보의 수신”을 보

면, 그 결과가 정보의 불법수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부당접속이나 이

차적 사용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개인정보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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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정보침해의 발생단계별로 재구성하는 작업

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의 절반이상이 ‘부당접속’에 해당하는 침해 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

지 않았다.

2 .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인터넷 웹사이트 및 기업 조사

앞에서 살펴본 것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의 신고에 기반 한 침해실

태 다. 이번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기업체의 정보보호정책을 모니터링

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1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결과2 7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2000년 6월 8일에서 17일까지 10일간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상업적 사이트 300여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률과 제반

제도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한 바 있다. 구체적 조사항목으로는 ① 개인

정보 관리책임자 명시여부 ②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 고지여부 ③ 개

인정보의 열람, 정정방법 설명 및 실행조치 실시여부 ④ 동의철회방법 설

명 및 실행조치 게시여부 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고지여부 등이다. <표 4-2>는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300개

의 웹사이트 중에서 275개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한다.

<표 4-2> 개인정보지침 고지사항 이행여부

구분 게시안함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합

2000년 14(5%) 58(21%) 69(25%) 91(34%) 31(11%) 12(4%) 275(100%)

27) http://www.cyberprivac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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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웹사이트 중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고지해

야 하는 5개 항목을 모두 고지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당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률 및 제반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사이트가

96%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관련사항 고지여부와 관련해서 봤을 때, 개

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모두 고지한 곳은

전체의 4%(11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약 9%(25개)로 집계되

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이트의 비율은

87%(239개) 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여부의 경우, 46%(127개)가 이 의

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용방향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고지 및 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던 사이

트는 86%(237개) 다.

넷째,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 조치이행의무와 관련해서 70%(195개)가

이를 준수하고 있었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고지의무는 17%(47개)가 준

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실제 쿠키를 운 하는 155개 사이트 중 28%만이 쿠키시행여부를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쿠키를

실행하는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실제 쿠키를 운 하는 사이트의 수는 이보

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위 보고서는 밝혔다. 기술적·관리적 대

책의 공개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32%만이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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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10% 정도에 불과

했다. 반면 개인정보관련 불만처리에 관해서는 91%의 사이트가 게시판, 이

메일, 전화 등,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2 ) 서울 Y M C A 시민중계실의 조사결과2 8 )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2000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5차례에 걸

쳐 인터넷 쇼핑몰과 경매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아래에서

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조사결과와 경매관련 사이트에 대한 조사결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조사결과

먼저 조사개요를 간략히 보면,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3월에 각각 1회,

4월에서 5월 사이에 2회로, 총 4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169개에 대해 모

니터링을 실시하 다. 조사내용은 사업자 신원정보, 거래조건, 상품에 대한

정보, 프라이버시, 약관 등이었으며,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항목검색의 방

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4-3>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개요(2000. 2 -

2000. 5)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1차 : 2000. 2. 15 - 2 .25(67개), 2차 : 2000. 3. 23 - 4. 3(53개)

3차 : 2000. 4. 17 - 5. 2(26개), 4차 : 2000. 4. 24 - 5. 4(23개)

조사대상 종합쇼핑몰 120개, 도서 및 어린이용품 등의 전문쇼핑몰 49개 등 169사이트

조사내용 사업자 신원정보, 거래조건, 상품에 대한 정보, 프라이버시, 약관 등

조사방법 쇼핑몰 사이트 직접 검색

28) http://consumer.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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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사내용 중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사결과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필수항목만을 기

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38.5%에 불과하고, 나머지 61.5%는 그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 중 이메일이 7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휴대전화(41.7%), 직업, 직책, 직장명이 65.3% 등이며, 추가적으로

1-10개의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보

들은 상품주문이나 발송과는 무관한 항목들이었다.

둘째, 법률로 정한 5개 항목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해 아무런 명시도

하지 않은 사이트는 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고지한 사이트는 6.3%(4개)에 불과하 다.

셋째, 회원제로 운 되는 83개의 쇼핑몰에 대해 회원탈퇴와 관련사항을

조사한 결과, 47.0%가 이에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28개 몰

(33.7%)은 탈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방법이나 절차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즉 80.7%에 이르는 인터넷 쇼핑몰이 회원탈퇴가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쇼핑몰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인터넷 쇼핑몰 및 경매사이트 조사

이 조사는 2000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인터넷 쇼

핑몰 17개, 경매사 3개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대상의 선정은 회원수와 매

출액으로 중심으로 하 고,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인지도가 높은 쇼핑몰

사이트 중에서 임의로 20개를 선택하 다. 이 조사는 앞의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와 달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최소 개인정보 수집여부,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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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호방안(개인정보 수집목적, 기간, 제3자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한 특징이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 등에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회원가입 양식란에 기입해

야 하는 필수 수집항목을 비교한 결과, 두 경우가 동일한 경우는 6개사에

불과하고, 11개사(64.7%)가 약관에 명시된 항목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

하거나(8개사) 약관과 그 항목이 다른 것(3개사)으로 조사되었다(예, 국적,

직장/학교주소, 부서명/학과명, 직장명/학교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업, 관

심사, 생일 등).

둘째, 5개사(25.0%)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회원가입)과 이행(상품배

송, 대금결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직업, 학력, 국적, 결혼여부, 직장

(학교)주소 등을 요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최

소 정보 수집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방안 6개 항목(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포함)

을 모두 공지하고 그 내용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은 3개사에 불과했으

며, 법률로 정한 항목 중 3-5개항목이나 명시 혹은 조치하지 않은 곳은 4

개사로 밝혀졌다. 내용별로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14개사(7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로써 모두 7개사(35.0%) 이를 위

반하고 있었다. 탈퇴방법이 없는 경우가 5개사(25.0%), 사용자의 동의 없

이 ‘상품추천, 기타 마케팅 활용을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3개사로 나타났다.

3 )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2 9 )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2000년 3월 6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걸쳐 대형

29) http://www.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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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80여 개의 약관(개인정보 관련 항목)을 분석하 다. 그 결

과만을 간략히 보면, 첫째, 약관 자체가 없는 경우가 32.5%(26개), 약관이

있더라도 회원가입과 별도로 제시한 경우가 9.4%(5개)로, 조사대상 인터넷

쇼핑몰의 40%가 약관제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배송업무상 관련 업체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익명을 보장한 통

계, 학술, 홍보 등에 이용되는 경우, 혹은 공공기관에 이용되는 경우 이외

에도, 서비스운 및 개선을 명목으로 제휴업체간에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도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약 16%(13개 업체)로 집계되었다.

셋째,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갖추고 있는 쇼핑몰은

80개 업체 중 5.0%(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의서에 동의해

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이용에 대한 권리를 선택함에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넷째, “개인정보 삭제 및 폐지”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이용자가

언제나 삭제요청이 가능한 경우가 9.4%(5개), 이용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삭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18.9%(10개)로, 약 30%정도만이 이

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약관에 개인정보

삭제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64.2%(53개)로 나타났다.

4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및 한국디지털법연구소의 기업 실태조사3 0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한국디지털법연구소는 공동으로 2001년 6월 19일

부터 10일간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전략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 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및 전화 설문조사, 온라인 방문조사 등을 통

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결과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30) 이 조사결과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의 자료실에

개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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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125개 기업 중 86%에 해당하는 107개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정책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6개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상시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둘째,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정하는 경우, 35%(33개)는 그 수정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수의 기업들은 자신들

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보주체에

게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주체들은 보호정책의 변화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야기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조사업체의 80%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직

위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고 있었으나, 35%는 개인정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자를 지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보호

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조사대상업체의 91%가 회원가입 시부터 탈퇴까지 회원들의 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회원들이 정보 철회 요구가 없

는 한 계속해서 회원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개

인정보의 열람·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96% 고, 임의탈퇴가 가능한 경우

는 98%, 그리고 임의탈퇴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 경우는 95%로

집계되었다.

다섯째, 현행 법률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5%에 해당

하는 업체들은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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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업체의 90%(69개)가 광고메일의 수신거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신방법으로는 직접 수

신거부 하는 방법이 37개 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신거부를 설정하는

경우가 19개 업체, 이메일을 이용하여 수신거부 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있

는 경우가 10개 업체 등으로 집계되었다. 요컨대 42%(29개)에 달하는 업

체가 광고메일 수신거부 방법을 비교적 복잡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곱째, 개인정보 침해시 구제방법의 마련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52%(42

개)가 기업 내에 자체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

송에 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8개)에 달했다. 또한 32%는 한국정보

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과 같은 외부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도록 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업 내에 자체적인 해결절차를 마련

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원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에 피해구제

를 의뢰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3 . 개인정보 침해실태 및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들의 종합검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인터넷 사이트, PC

통신업체, 이동통신업체 등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문제는 앞으로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

성이 높다. 앞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조사결과들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침해 피해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가 된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정

보 침해는 부당접속과 이차적 이용이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접

속은 정보 관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해킹 등에 의한 불법접속도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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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내부자에 의한 자료의 불법유출도 큰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의 비율은 그

리 높지 않았다. 쿠키 등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정보처리기술

은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때문에 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

게 수집되는 정보량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기업체에 대한 모니터

링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상의 의무사항들을

지켜나가는 업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 문

제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과다수집과 제휴사와의 정보공유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정보주체의 철회의사가 없는 한 계속 그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현재의 관행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책

임을 정보주체로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역시 뒷부분에서 다

시 언급하겠다.

제2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 실태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침해사실만을 포괄적으로 언급

하고 있을 뿐,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규모, 피해자의 특

성과 대응 등의 문제들은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조

사(victim survey)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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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크게 불법수집, 오류, 부당

한 접속, 이차적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침해가 발생했

는지 여부를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정보 침해는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한 채 매우 은 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보통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인정보 침해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자. 이 연구에서는 개

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역을 크게 일상생활의 역과 온라인의 역으

로 구분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1 . 피해 내용

1 )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실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

는 개인정보의 유형 중 개인신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의료정보, 신용정보, 법률위반기록을 중심으로 그 침해실태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4-4>는 지난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건

수와 피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출되는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 간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

한 적이 없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상품을 선전

하는 전화나 우편물 등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622명으로, 그 비

율은 59.2%로 집계되었다. 또 자신이 전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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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카드, 회원카드(membership card) 등이 자신에게 배달된 일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236명으로서, 그 피해율은 22.5%로 나타났다.

<표 4-4> 지난 1년간의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경험

(사례수 : 1,050)

구 분 빈도 (%)

의료기록의 불법수집, 불법유출 21 (2.0)

신용기록의 불법수집, 불법유출 106 (10.1)

법률위반기록의 공개 20 (1.9)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음 37 (3.5)

원하지 않은 전화, 광고우편물의 수령 622 (59.2)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원카드 등이 배달됨 236 (22.5)

* 피해가 있는 경우의 비율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우편물이나 회원카드 등이

배달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개인정

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

나이다. 즉 정보주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 하게 그에 대한 정보가 수

집되었거나 아니면 정보주체가 특정한 정보수집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정보의 제휴·판매,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형태로써 다른 정

보이용자에게 건네졌기 때문이다.31) 이러한 것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이나

31) 물론 응답자들이 자신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것은 피해조사가 갖는 일반적인 한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응답자의 망각이 아니라 ‘회상의 착오’이다. 회상의 착오는 응답자는 분

명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신용카드회사나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을 모집할 때 약관을 통해 개인으로

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한다. 그 약관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다른 회사

나 조직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꼼꼼

하지 않은 회원가입자는 그 부분을 무심코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회원

가입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등록한 회사나 사이트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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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이용에 해당한다.

계속해서 신용정보의 침해경험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자

신의 신용정보가 불법 수집되거나 불법 유출된 적이 있었던 사람은 106명

으로 그 피해율은 10.1% 다. 즉 지난 1년 동안 서울시민 10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신용정보가 불법 유출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신용카드나 통장 등을 발급

받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37명으로 그 피해율은 3.5%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료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되거나 혹은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피해는 모두 21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율은 2.0%로 집

계되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자신의 법률위반기록이 외부에 부당하게 노

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20명으로서 그 피해율은 1.9% 다.

그런데 <표 4-4>에 제시된 개인정보 침해 피해율이 현실을 얼마나 잘

반 하는 결과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제2장에서 본 연구에서 사

용하고 있는 자료가 모집단인 서울시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의 분포를

정확히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학력분포에 있

어 표본과 모집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에 표본의 학력분포

를 모집단의 학력분포에 맞게 수정한 뒤, 다시 개인정보 침해 피해율을 구

해봤다. 그리고 학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령과 학력을 동

시에 고려한 가중치를 표본에 부여하 다. <표 4-5>는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율을 보여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정된 지난 1년 동안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율을 보

면, 우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회상의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

다. 또 그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회원가입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다면 회원들의 동의는 자발적인 것

이 아니라 비자발적이며 강제화된 동의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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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등으로부터 광고우편물이나 전화를 받은 피해율은 54.5%로 가중

치를 부여하기 전보다 4.7% 감소하 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달

된 피해율은 21.7%로 수정 전보다 0.8%로 감소하 다. 신용정보의 불법수

집, 불법유출 피해율은 10.1%에서 9.2%로 수정되었으며, 명의도용 피해는

3.5%에서 4.2%로 오히려 조금 증가하 다. 의료정보의 불법수집, 불법유

출 피해율은 2.0%에서 2.2%로 조금 높아졌고, 법률위반기록이 유출된 피

해율도 1.9%에서 2.4%로 조금 증가하 다.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개인정보 침해 피해율이 바뀌는 것은 학력수준이 그 피해율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

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표 4-5> 가중치를 부여한 지난 1년간의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

한 비율

(사례수 : 1,050)

구 분 %

의료기록의 불법수집, 불법유출 2.2

신용기록의 불법수집, 불법유출 9.2

법률위반기록의 공개 2.4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등을 발급받음 4.2

원하지 않은 전화, 광고우편물의 수령 54.5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원카드 등이 배달됨 21.7

2 )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통계32)에 의하면, 2001년 9월 현재 7세에서 65세까

지의 인구 중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2,41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7세-65세 전국인구의 약 6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

32)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의 정보통신 통계 부분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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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1년 9월 현재 초고속 정보통신망 가입자 수는 703만 여명(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사회의 정보화의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이다. 또한 그것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정보처리기술이 발

달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33)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핵심

은 인터넷 정보통신망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는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그 양

상을 달리한다(이창범, 2000).

첫째, 피해의 대량성을 지적할 수 있다.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을 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범위는 엄청날 것

이다. 또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인터넷망에서 특정 웹사이트가 행하는 개

인정보의 수집활동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단위를 넘어

33) 대표적인 것이 쿠키(Cookies)를 통한 온라인 추적의 문제이다. 쿠키란 ‘쿠키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를 인터넷 이용자가 방문할 때, 그 이용자의 하드디스크에 기록

되는 짤막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쿠키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계정(ID)과 암호

(password), 방문한 사이트 등의 정보가 담겨 네티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

장된다. 이 정보로 네티즌이 다음에 해당 사이트를 찾을 경우 웹서버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를 주로 찾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네티즌이 구입한

제품, 관심있는 분야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웹사이트 운 자 측에서는 쿠키를 활

용한 타깃 마케팅(target marketing)이 가능하다. 일부 광고사의 경우 쿠키를 통해

수집한 취향 등 이용자 정보를 이름과 주소 등 이용자의 기록과 조합시켜 상품안

내장을 발송하는 등 이용자의 의사에 관계없는 구매유도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 되고 있다. 쿠키에 저장되는 정보유형은 쿠키 프로그램 제작자가 어떻

게 설정하느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든 웹사이트가 쿠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할 때 그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정보이므로 이용자의 동

의를 구하지 않고 은 히 이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심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곳에

저장된 내용을 꺼내갈 위험성이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쿠키에 저장되어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쿠

키문제에 대해서는 김연수(2001 : 467-78)의 이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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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초국가적 범위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는 피해

의 지속성이다. 전산자료의 특성상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어렵고, 반복

해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불법 유출된 자료의 회수는 원천적으

로 불가능하다. 셋째, 피해의 파급성이다. 인터넷 전산망은 특정한 사실의

동시다발적인 유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사생활

침해의 파급효과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넷째, 침해의 익명성이다. 접

속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특정 전산망에 침투하는 해킹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특히 공동으로 이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남의 ID를

이용하여 불법 접속하는 경우에 그 접속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

다. 다섯째,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그 엄청난

파급성 때문에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어렵게 한다. 여섯째, 개인정보 침해

피해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에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이 허다하며, 언제 어떻게 자신의 정보가 노출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따로 파악하기로 하 다. 피해분석에 앞서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현황에 대

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인터넷 이용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66.0%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34.0%로 나타났다(<표 4-6>). 대략 3명 중 2명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4-6> 인터넷 이용여부

구 분 빈도 (%)

한 다 692 (66.0)

하지 않는다 356 (34.0)

합 1,0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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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경험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4-7>). 20대

의 경우 91.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30대는

72.2%, 40대는 54.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50대의 인터넷 이용

비율은 23.3% 다.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비율은 현격하게 감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연령별 인터넷 이용여부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용 한다 291 (91.8) 234 (72.2) 127 (54.0) 40 (23.3)

이용 안 한다 26 (8.2) 90 (27.8) 108 (46.0) 132 (76.7)

합 계 317(100.0) 324(100.0) 235(100.0) 172(100.0)

χ
2
= 254.75, d.f. = 3, p < 0.001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4-8>). 중학 이하의 경우 8.9%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는

데, 이 비율이 고등학교 학력집단에서는 44.8%로 증가하고, 전문대학의 학

력집단에서는 77.8%, 대학교 학력집단에서는 85.0%,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 중에서는 83.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표 4-8> 교육수준별 인터넷 이용자 수의 분포

구 분 중학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이용 한다 5 (8.9) 162 (44.8) 105 (77.8) 384 (85.0) 36 (83.7)

이용 안 한다 51 (91.1) 200 (55.2) 30 (22.2) 68 (15.0) 7 (16.3)

합 계 56(100.0) 362(100.0) 135(100.0) 452(100.0) 43(100.0)

χ
2
= 240.96, d.f. = 4,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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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별로도 인터넷 이용여부에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 연령

층에서는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4-9>).

<표 4-9> 연령별 남녀의 인터넷 이용자수의 분포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자 이용자수 143 (91.8) 130 (81.3) 67 (61.5) 28 (28.9)

여자 이용자수 148 (89.7) 104 (63.4) 60 (47.6) 12 (16.0)

합 291 234 127 40

χ
2

2.02 12.8
***

4.5
*

3.9
*

*: p < .05, *** : p < 0.001.

주: ‘이용 한다’의 응답자수(비율)를 가지고 편집한 표임.

하루 일과 중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1일 인터넷

사용시간을 측정하 다(<표 4-10>). 2-3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36.7%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시간 이내로 그 비율은 35.9% 다. 30분 이내

의 비율이 15.7%로 나타났으며, 4-5시간은 6.9%, 6-7시간은 2.9%, 8시간

이상은 1.9%로 집계되었다.

<표 4-10> 1일 인터넷 사용시간

구 분 빈도 (%)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3시간

4-5시간

6-7시간

8시간 이상

무응답

108 (15.7)

246 (35.9)

252 (36.7)

47 (6.9)

20 (2.9)

13 (1.9)

6

합 686(100.0)

1 6 2



제4장 개인정보의 침해실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의 인터넷

에서의 지출한 금액(정보이용료를 포함한)을 알아본 결과, 2-5만원이

3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만원 이상으로 17.3% 으며, 1만원 이

내가 13.5%, 6-9만원이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개월간 인터넷에서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1.8%로 나타났다(<표 4-11>).

<표 4-11> 6개월간의 인터넷에서의 지출액

구 분 빈도 (%)

전혀 없다

1만원 이내

2-5만원

6-9만원

10만원 이상

무응답

150 (21.8)

93 (13.5)

256 (37.3)

69 (10.0)

119 (17.3)

5

합 687(100.0)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숫자는 인터넷의 활용정

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표 4-12>). 회원으로 가입한 웹사이트를 파

악한 결과, 5개 이하의 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개 이하

로 그 비율은 31.7%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20개 이하는 19.8%, 21개 이

상 가입한 사람은 7.5%로 나타났다. 반면 회원으로 가입한 웹사이트가 전

혀 없는 사람의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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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회원으로 가입한 웹사이트의 수

구 분 빈도 (%)

전혀 없다

5개 이하

10개 이하

20개 이하

21개 이상

무응답

35 (5.1)

244 (35.8)

216 (31.7)

135 (19.8)

51 (7.5)

11

합 681(100.0)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인터넷 자료검색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

도록 하 는데, <표 4-13>은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자료검색에 매우

익숙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4.2% 으며, 익숙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3.0% 다. 반면 익숙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0%, 전

혀 익숙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5%로, 인터넷 자료검색 능력에 대

해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훨

씬 더 높았다.

<표 4-13> 인터넷 자료검색 능력의 정도

구 분 빈도 (%)

매우 익숙하다

익숙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익숙하지 못한 편이다

전혀 익숙하지 못하다

무응답

98 (14.2)

297 (43.0)

195 (28.3)

83 (12.0)

17 (2.5)

2

합 690(100.0)

이상 응답자들의 인터넷 활용정도를 개괄적으로 파악해봤는데,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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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배경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유

형을 중심으로 피해실태를 측정하 다.

<표 4-14>는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유형별 피해

의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모두 7가지 유형에 대한 피해정도를 살펴봤는

데, ID나 패스워드의 도용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는 일

(19.5%)이었다. 계속해서 전자문서(웹콘텐츠 포함)의 도용·변조·파괴

(7.2%),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5.3%), 몰래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4.4%), 신용카드의 도용(4.1%), 사이버뱅킹이나 사이버증권의 개인정

보 침해(3.8%)의 순으로 그 피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피해정도를 보면 대부분이 1-2번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ID나 패스워드 도용피해의 경우에는 3-5번 반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비율이 3.8%, 6-9번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0%, 10회 이

상이 1.0%로 집계되었다.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가입한 경우를 보면, 3-5회의 반복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2.5% 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지난 1년간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피해실태

피해유형 없다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 합

신용카드도용

은행계좌도용

전자문서침해

명예훼손

몰래카메라

ID, 암호도용

신상정보유출

660 (95.9)

660 (96.2)

636 (92.8)

648 (94.7)

656 (95.6)

540 (78.7)

553 (80.5)

18 (2.6)

17 (2.5)

34 (5.0)

20 (2.9)

19 (2.8)

106 (15.5)

112 (16.3)

8 (1.2)

4 (0.6)

10 (1.5)

10 (1.5)

5 (0.7)

26 (3.8)

17 (2.5)

1 (0.1)

2 (0.3)

3 (0.4)

3 (0.4)

3 (0.4)

7 (1.0)

1 (0.1)

1 (0.1)

3 (0.4)

2 (0.3)

3 (0.4)

3 (0.4)

7 (1.0)

4 (0.6)

688 (100.0)

686 (100.0)

685 (100.0)

684 (100.0)

686 (100.0)

686 (100.0)

6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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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지난 1년간의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피해율을 산정해봤다(<표 4-15>). 그 결과 가중치

를 부여하기 전의 피해율과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의 피해율이 크게 달라

지지 않았다. 신용카드 도용 피해율은 4.1%에서 5.0%로 조금 증가하 고,

은행계좌 도용피해율은 3.8%에서 5.3%로 조금 더 커졌다. 온라인 명예훼

손 침해 피해율은 5.3%에서 6.6%로, 몰래카메라 피해는 4.4%에서 4.8%로

각각 미세하게 증가하 다. 반면 ID, 암호도용 피해율은 21.3%에서 20.7%

로 감소하 으며, 신상정보 유출피해율도 19.5%에서 18.8%로 조금 작아졌

다. 하지만 전자문서 침해 피해율은 7.2%에서 7.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4-15> 가중치를 고려한 지난 1년간의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피해율

(%)

피해유형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신용카드도용

은행계좌도용

전자문서침해

명예훼손

몰래카메라

ID, 암호도용

신상정보유출

4.1

3.8

7.2

5.3

4.4

21.3

19.5

5.0

5.3

7.3

6.6

4.8

20.7

18.8

다음으로 정체불명의 전자우편, 일명 ‘스팸메일(spam mail)’의 피해경험

에 대해 알아보자. 스팸매일의 수신은 자신의 개인정보(ID, 이메일주소

등)가 노출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표 4-16>을 보

면, 지금까지 스팸메일을 수신한 적이 없었던 사람의 비율은 10.3%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10명 중 9명은 스팸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팸메일의 피해정도를 보면, 날마다 스팸메일

을 수신하는 비율이 26.4%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적어도 4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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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매일같이 정체불명의 전자우편의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3일 간격으로 스팸메일을 수신하는 비율은 20.7% 고, 4-6일 간

격으로 수신하는 비율은 6.0%, 1주일 간격은 8.2%, 2-4주 간격은 2.8%, 1

개월 간격은 3.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뜸하게 스팸메일을 수신한

다는 경우는 22.4%로 나타났다.

<표 4-16> 정체불명의 전자우편(Spam mail) 수신경험과 그 빈도

구 분 빈도 (%)

매일 181 (26.4)

2-3일 간격

4-6일 간격

1주일 간격

2-4주 간격

1개월 간격

뜸하게

받은 적 없다

무응답

142 (20.7)

41 (6.0)

56 (8.2)

19 (2.8)

22 (3.2)

154 (22.4)

71 (10.3)

6

합 686(100.0)

앞의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유형

과 그 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상에서든 온라인상에서든 가장 심각

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정체불명의 광고우편물이나 전화, 스팸메일에 의

한 피해로 밝혀졌다. 비록 이 유형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경제

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거나 부

당하게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들은 사생활 침해의 위협을 느

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구체적인 피해발생의 여부를

넘어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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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특성

이번에 살펴볼 것은 개인정보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성에 관한 것

이다. 특히 성, 연령, 혼인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교육수준, 소득

수준, 소비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분석은 일상생활과 온라인의 피해경험을 구분하여 실

시하 다.

1 )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피해자의 특성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향을 받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 희 외, 1992; 최인섭·박순진, 1995; 최인섭·

기광도, 1998; 박순진·최 신, 2000).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경

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난다(최인섭·김성언, 1998 : 151-152). 이렇게 범죄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보면 개인정보 침해피해도 이와 유사한 결과

를 예상해볼 수 있다.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

수준, 소비수준, 직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종속변인

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다.

성별의 경우 여성을 참조항목(0)으로 하고 남성의 경우에 1점을 부여하

여 더미변인으로 구성하 다. 혼인상태는 미혼을 참조항목으로 하고 기혼

에 1점을 부여하 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4단계로 구분하

고, 교육수준은 중학이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이상의 5단

계로 구분하 으며, 월평균 소득수준은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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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4단계로 재조정하

다. 소비수준은 제3장에서 제시한 방식을 활용하여 구성한 뒤, 사용하 다.

다음으로 직업은 생산직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직업 없음의 다섯 가지 변인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사용했다. 이

렇게 설정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적용하

으며, 최종적으로 6개의 피해유형을 전부 합한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해서도 위 모델을 적용하 다.34)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침해유형별 피해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 결과는 <표 4-17>과 <표 4-18>에 제시하 다. 표에 따르면, 의료정보

유출피해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면 그 정보침해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피해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먼저 신용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기

로 하자. 그 결과에 의하면, 성별과 교육수준, 소비수준이 신용정보 유출피

해 경험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적합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정보 유출피해 경험여부는 남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지난 1년간 신용정보 유출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35) 교육수준

34) 제시된 여섯 가지 침해 피해 중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

면 0으로 부호화하 다.

35) 중다회귀분석의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해석이 매우 직접적이다. 회귀계수는 독립변

수의 1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에서 몇 단위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로지스틱계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모형의 등

식을 다시 정리해야 가능하다. 로지스틱모형은 사건이 발생할 승산비(odds ratio)로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승산비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분자로, 확률이 일어나지 않

을 확률을 분모로 하는 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승산비

는 .5/.5=1이다. 마찬가지로 카드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승산비는 .25/.75=1/3이다.

먼저 로지스틱모형을 승산비의 로그로 바꾸면, 이를 로짓(logit)이라고 하는데, 다

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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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신용정보 유출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그 피해경험은 줄어들고 있었다. 이 모델에는 연령,

소득, 혼인상태, 직업 등도 포함되었으나, 신용정보 유출피해를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지 않았다.

법률위반기록의 유출피해 모델의 경우 성별과 연령이 적합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법률위반 기록의

유출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피해경

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 소비

수준, 직업에 따라서는 법률위반기록 유출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 경험을 설명하는 데는 연령과 직업(관리

직)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명의도용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관리직 종사자들이 생

산직 종사자들에 비해 명의도용 피해를 더 많이 경험했던 것으로 밝혀졌

다. 그밖에 이 로지스틱 회귀모델에는 성,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수준,

소비수준 등도 포함되었으나, 명의도용 피해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

log(
p(event)
p(nonevent)

) = B 0 + B 1X 1 + ...+ B pX p

이처럼 로지스틱계수는 독립변수 1단위변화가 가져오는 로그승산비의 변화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4-17>의 신용정보 유출피해 모형에서 성별의 로지스틱계수는

0.48이다. 이 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용정보의 유출피해의 로그승산비가 0.48만

큼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승산비가 로그승산비보다 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위의 식을 승산비의 형태로 다시 써 본다면,

p(event)
p(nonevent)

= e
B 0 + B 1 X 1 +...+B p X p

= e
B 0
e
B 1 X 1

.. . e
B p X p

와 같이 표현된다(한국사회학회, 1999 : 375-378). 이 식에 입각해서 남성의 승산비

를 구해보면, e
.48
= 1.619이다. 이는 남성이 신용정보 유출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61.9%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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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정체불명의 광고우편물이나 전화 등에 의한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데는

교육수준이 유의미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사

람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 연령, 소득, 혼인상태, 소비수

준, 직업 등도 로지스틱 회귀모델에 포함되었지만, 그 피해경험을 설명하

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17>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표1(비표준

화 로지스틱 회귀계수)

변 인 의료정보 유출 신용정보 유출 법률위반기록 유출 명의도용

남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기혼자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상수

.76

-.66

.18

-.11

.36

.12

-2.4

-.34

-1.23

-.86

-2.43

-3.21

.48
*

.00

.32
*

.10

-.41

-.11
*

-.53

-.59

-.85

-.31

-.42

-2.26

1.20
*

-1.02
**

-.53

-.25

.82

-.01

6.02

8.19

7.01

6.57

7.20

-7.74

.12

-.71
**

-.38

-.26

.01

.07

-.87

2.29
*

-.25

.13

-.05

-.82

-2 로그우드

모델카이자승

R
2

사례수

179.0

18.0

.02

1,024

642.5

30.2
**

.03

1,024

173.8

23.2
*

.02

1,024

279.7

25.5
**

.03

1,029

* : p < .05, **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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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표2(비표준

화 로지스틱 회귀계수)

변 인 정체불명의 광고물 수령 신청않은 카드수령 일상에서의 정보침해

남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기혼자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상수

.06

-.07

.32
***

.12

-.11

-.03

.49

-.05

.43

.08

.18

-.74

-.16

-.09

.15

.21
*

-.12

.01

-.47

-.26

-.50

-.69
*

-.59

-1.30

.05

-.12

.31
***

.13

-.12

-.03

.61

.30

.49

.19

.34

-.50

-2 로그우드

모델카이자승

R
2

사례수

1324.9

68.8
***

.07

1,029

1063.9

24.1
*

.02

1,023

1272.4

69.82
***

.07

1,023

* : p < .05, ** : p < .01, *** : p < .001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등을 받아본 경험을 설명하는 모델에서는 소득

수준과 직업(판매·서비스직)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좀더 자

세히 보면, 소득수준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등을 받아 본 경험과 긍정

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그러한 피해를 경험한 사

람이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생산

직 종사자들에 비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등을 받아 본 경험이 더 적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성, 연령, 교육수준, 소비수준, 혼인상태 등

은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상의 침해유형들을 전부 합한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침해피해 모델을

설명하는 데는 교육수준이 적합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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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의 광고우편물에 의한 피해를 설명하는 모델과 동일한 것이다. 전체

개인정보 침해피해에서 이 유형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

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자의 특성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는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것

이다. 때문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피해는 인터넷 활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즉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피해는 사용자의 인

터넷 이용빈도나 인터넷에서의 정보검색 능력 등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인터넷 이용자의 특성을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인터넷의 활용정도는 사회인구학적인 특성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젊은 층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

용비율도 더 높으며, 대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인터넷을 더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관련 변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두 요인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

보 피해가 실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자.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일상생활의 개인정보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인터넷의 1일 평균접속시간,

6개월간의 인터넷상의 지출액, 현재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숫자, 그리고 정보검색 능력을 인터넷 활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상정하

다. 1일 평균 인터넷 접속시간은 4점 척도로 측정하 고, 6개월간의 인터

넷상의 지출액, 회원으로 가입한 웹사이트 숫자, 그리고 인터넷 자료검색

능력은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종속변인인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는

그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으면 1점을 부여했고, 경험이 전혀 없었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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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하 다. 그리고 스팸메일 피해를 제

외한 나머지 온라인 개인정보의 피해경험을 합산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침

해피해’라는 변인을 구성한 다음, 전체적인 피해경험 여부에 미치는 응답

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탐색하 다. 이렇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구성되고 난 다음,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비수준, 직업, 인터넷

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스팸메일의 피해는 다른 온라인 개

인정보 피해유형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경험의

유무와 아울러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특성도 아울러 살펴볼 필

요가 있었다. 이에 스팸메일의 피해를 8점 척도로 측정한 뒤, 이를 종속변

인으로 삼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활동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실제 분석은 세 단계로 나누어 행해졌다. 우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 다. 다

음으로 인터넷 관련 특성들에 따라 피해경험의 차이를 분석하 다. 마지막

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관련 변인들을 한 모형 속에 구성하여

각각의 효과들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ID나 패스워드의 도용이나 온라인상의 신상정보의

누출(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웹사이트에 가입함), 스팸메일의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해사례가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

에 피해사례수가 비교적 많은 세 가지 피해유형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특

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신의 ID/패스워드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

아보자(<표 4-19>).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한 모형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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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ID/패스워드 도용피해를 설명하는 데는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변인으

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ID/패스워드 도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사실은 이들의 인터넷 활동과 관련이 있을 듯싶다. 앞

의 <표 4-8>에 나타난 것처럼 교육수준과 인터넷 이용 빈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ID/패스워드 도용피해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모형에는 성, 연령, 소득, 혼인상태, 소비수준, 직업 등

도 포함되었지만, 그 피해를 설명하는 데는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표 4-19> ID, 패스워드 도용피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표(비표준화 로지스

틱 회귀계수)

변 인 모형1 모형2 모형3

남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기혼자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평균접속시간

인터넷상 지출액

가입한 사이트수

정보검색 능력

.34

-.05

.45
**

-.20

-.19

.05

-.34

-.73

-.21

-.16

-.38

.18

.24
**

.32
**

.04

.26

.10

.32
*

-.25
*

-.04

.04

-.43

-.67

-.24

-.18

-.29

.16

.25
**

.29
*

.02

상수

-2 로그우드

모델카이자승

R
2

사례수

-2.48

651.1

26.2
**

.04

650

-3.27

637.5

39.8
***

.06

650

-3.9

624.2

53.1
***

.08

650

* : p < .05, **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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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터넷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한 ID/패스워드 도용피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결과를 보도록 하자.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인터넷상의 지출액과 가입한 사이트의 숫자가 이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인터넷에서의 지출액과

ID/패스워드의 도용피해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지출금액이 많을수록 이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지출금액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의 유료사이

트나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활발히 한다는 의미한다. 가입한 웹사이트 숫자

도 ID/패스워드 도용피해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웹

사이트에 가입을 많이 할수록 ID/패스워드의 도용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1일 평균 인터넷 접속시간

과 정보검색능력도 이 모형에 포함되었지만, ID/패스워드 도용피해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관련변인을 모두 포함시킨 통합모형

역시 ID/패스워드 도용피해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인터넷상의 지출액, 가입한 웹사이트 숫자

가 특히 적합한 변인이었다. 소득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의 효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소득수준의 경우 ID/패스워드 도용피해와 부정

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피해를 경험

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
2
의 변화량으

로 미루어 보건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인터넷 관련변인을 추가했을 경

우, 모델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관련변인들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비해 ID/패스워드 도용피해

경험여부를 설명하는 데 보다 설명력이 높다는 사실을 반 하는 결과이다.

<표 4-20>은 신상정보의 불법이용 피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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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유형의 피해는 누군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불법적

으로 입수하여 특정한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선 사회인구

학적 변인들로 구성된 모형의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과 혼인상태가 이 유

형의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자신의 신상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용되었던 사람들

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의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 연령, 소득, 소비수준, 직업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불법이용 피해율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20> 신상정보의 불법이용 피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표(비표준화 로

지스틱 회귀계수)

변 인 모형1 모형2 모형3

남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기혼자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평균접속시간

인터넷상 지출액

가입한 사이트수

정보검색 능력

.34

-.03

.38
**

.02

-.54
*

-.01

.85

-.23

.91

.74

.77

.13

.15

.41
***

.17

.27

.12

.22

-.02

-.35

-.02

.71

-.25

.82

.64

.79

.10

.16

.36
**

.10

상수

-2 로그우드

모델카이자승

R
2

사례수

-3.41

614.8

30.2
**

.05

650

-3.67

602.4

42.5
***

.06

650

-4.77

592.2

52.8
***

.08

650

* : p < .05, **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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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변인만으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모형도 신상정보의 불법

이용 피해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적합했다. 그 중에서 특히 인터넷상

의 지출액과 가입한 웹사이트 수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인터

넷상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가입한 웹사이트 숫자가 많을수록 신상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의 비율도 높아졌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시간과 정보검색 능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관련 변인을 합한 통합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특히 인터넷 관련 변인들의 효과만 남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들의 효과는 사라졌다. 이 유형의 피해경험에 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효과는 인터넷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위 ‘스팸메일’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자. 앞의 실태분석에서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

이 스팸메일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심지어 4명 중 1

명은 매일 스팸메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스팸메일의 피해는 그 정

도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어, 이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

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만으로 구성된 모형1, 인터넷 관련

변인들만으로 구성된 모형2, 모형1과 모형2를 통합한 모형3 모두 스팸메일

피해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형1의 결

과를 보면, 연령, 혼인상태(기혼), 직업(전문직과 사무직)이 스팸메일 피해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연령과 스팸메일은 부정적인 상

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팸메일의 피해는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스팸메일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도 스팸메일 피해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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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의미한 변인이었는데, 특히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이 생산직에 비

해 스팸메일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성, 교육수준, 소득, 소비수준 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표 4-21> 스팸메일 피해에 대한 회귀분석표(비표준화 회귀계수)

변 인 모형1 모형2 모형3

남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기혼자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평균접속시간

인터넷상 지출액

가입한 사이트수

정보검색 능력

.19

-.46
**

.24

.19

-.68
**

.03

1.46
*

.79

1.50
*

.33

.75

-.03

.23
**

.56
***

.75
***

.05

-.17

-.01

.12

-.34

.01

1.03

.72

1.14*

.04

.53

-.05

.21
**

.48
***

.57
***

상수

R
2

F 값

사례수

3.74

.15

10.1
***

647

.80

.21

41.4
***

647

1.14

.24

13.4
***

647

* : p < .05, ** : p < .01, *** : p < .001

인터넷 관련 변인들로 구성된 모형2의 경우, 인터넷상의 지출액, 가입한

웹사이트 숫자, 그리고 인터넷 정보검색 능력 등이 스팸메일 피해를 설명

하는 데 적합했다. 이 세 변인은 모두 스팸메일 피해와 긍정적인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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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상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가입한 웹사이트

숫자가 많을수록 스팸메일의 피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정보검색 능력 역시 스팸메일 피해를 설명하는 데 유용했는데, 정보검색능

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역설적

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보검색 능력이 높다는 것은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

기 위해 인터넷 공간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관적 평가는 실제 인터넷 정보검색 경험을 반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다면 인터넷에서 정보검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스팸메일을 더

많이 수신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인터

넷의 여러 곳을 항해하는 과정에 자신의 정보(이메일 주소 등)가 노출됨으

로써 그 결과가 스팸메일의 형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1과 모형2를 통합한 모형3의 결과를 보면, 직업(사무직)

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효과는 사라지고 인터넷 관련

변인들의 효과만 유지되고 있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효과는 인터넷

활동과 관련한 변인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자들의 특성을 살펴봤다. 요약해서 말

하자면,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는 이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인터

넷 활동과 관련한 특성들에 의해 더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다시 말해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개인정보의 침해가

능성은 증가하고 있었다. 인터넷 상거래나 유료사이트의 이용, 그리고 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해당 웹사이트에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정보가 보호될 것

이고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에 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 기대는 상당히 어긋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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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부분이다. 인터넷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신의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인터넷의 효용성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한 상황이 일반적이라면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대가로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

고 악용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구도는 인터넷 이용

자들이 인터넷 이용에 따른 효용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엄 히 따져본

뒤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대부

분의 이용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체념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해킹을 대비한 보안시스템의 구축, 웹사이트들의 부당한 개인

정보 이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에서이다.

3 . 개인정보 침해의 결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해 피해자들

이 입는 피해결과와 그들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

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표 4-22>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정

보 침해유형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내용

들은 앞의 유형구분에서 나눴던 것처럼, 경제적 손실, 정신적·심리적 피

해, 인격적 피해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내용들은 그

성격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의료정보 유출의 경우를 보면, 4명의 피해자 중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사람이 1명,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이 1명으로 나타났다. 2명은 자신의

의료정보가 누출된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나빴다고 응답했다.

21명의 신용정보 피해자 중에서 66.7%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누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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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몹시 기분이 나빴다고 응답했으며, 28.6%는 정신적인 고통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28.6%

나 되었다. 피해자 중 1명은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개인정보 침해유형별 피해결과(복수응답)

빈도(%)

구 분 경제적 손실 명예손상 정신적 고통 기분이 상함 사례수

의료정보 유출 1 (25.0) 0 (0.0) 1 (25.0) 2 (50.0) 4

신용정보 유출 1 (4.8) 6 (28.6) 6 (28.6) 14 (66.7) 21

전과기록 유출 0 (0.0) 1 (25.0) 3 (75.0) 0 (0.0) 4

명의도용 6 (40.0) 3 (20.0) 5 (33.3) 5 (33.3) 15

광고우편물 수령 2 (0.4) 9 (2.0) 37 (8.3) 279 (62.3) 447

비신청카드 수령 4 (3.8) 4 (3.8) 18 (17.3) 64 (61.5) 104

* ‘있다’ 의 응답결과만을 제시함.

법률위반 기록이 외부에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던 사람 4명 중 3명은 정

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고 응답했다. 명의도용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40%(6명)는 경제적·물질적

인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분이 상하거나 정신적인 고통

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33.3%(5명)로 나타났다. 명예가 손상되었다

고 느낀 사람은 15명 중 3명으로 그 비율은 20.0% 다.

전혀 알지 못하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전화나 우

편물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들(447명) 중 62.3%가 자신의 정보가 유출

된 점에 대해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8.3%는 정신적 고

통까지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회원카드 등이

배달되었을 때도 위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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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자들 중 61.5%가 신용카드 등을 배달 받았을 때 몹시 기분이 나빴

다고 응답하 다.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7.3%

으며, 명예훼손을 경험한 사람은 3.8%로 나타났다. 그리고 3.8%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개인정보의 침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심리적 고통, 두려움, 불쾌감, 인격적인 모욕감, 수치심 등을 유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침해 자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질적 피해

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정신적, 심리적, 인격적, 사

회생활에서의 제약 등 비물질적인 피해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음에 주목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써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 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피해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개인정보 피해를 전담

하는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일이다. 둘째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매스컴 등에 알리는 일이다. 셋째는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다. 넷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표 4-23>에는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피해자들의 문제해결 방식들을

정리한 결과이다. 피해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

나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이 가장 일

반적인 형태 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

으며, 개인정보침해를 전담하는 공식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법

률위반 기록의 침해나 명의도용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전과기록 유출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너무 작아 그 결과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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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힘들고, 명의도용의 경우에도 피해전담기관에 신고한 비율이

26.7%에 불과했다. 언론이나 방송에 알린다든지 개인정보 보호운동에 앞

장서는 민간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매우 의례적인 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이 일

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정보 주체가 스스로 해결

할 때 가장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표 4-23> 개인정보 피해자의 행동(복수응답)

빈도(%)

구 분
의료정보

유출

신용정보

유출

전과기록

유출
명의도용

광고우편물

수령

비신청카드

수령

가족등에게 알림 1 (25.0) 9 (42.9) - 5 (33.3) 165 (36.9) 45 (43.3)

피해전담기관에 신고 1 (25.0) 3 (14.3) 2 (50.0) 4 (26.7) 6 (1.3) 2 (1.9)

민간단체에 알림 - 1 (4.8) - 4 (26.7) 5 (1.1) 4 (3.8)

언론, 방송사에 알림 - 1 (4.8) 2 (50.0) 2 (13.3) - 1 (1.0)

수사기관에 신고함 - - - 1 (6.7) - 2 (1.9)

아무에게도 안 알림 2 (50.0) 8 (38.1) 1 (25.0) 1 (6.7) 265 (59.3) 51 (49.0)

사례수 4 21 4 15 447 104

* ‘있다’ 의 응답결과만을 제시함.

<표 4-24>에는 개인정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내는 항목은 “피해내용이 신고

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이다(41.9%).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은 “신고해도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로 그 비율이 39.3%이

다. 개인정보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신고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더군다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피해물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의 원상회복이란 문제가 매우 추상적으로 여겨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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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개인정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개인정보침

해신고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이나 조직 등에 그 피해사실을 알리는 데 적

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표 4-24>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 (%)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신고해도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기타

무응답

25 (4.4)

240 (41.9)

27 (4.7)

225 (39.3)

48 (8.4)

8 (1.4)

19

합 592(100.0)

제3절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앞 절에서는 피해조사의 방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파악해 봤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되거나 남용되며, 그 결과 개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검토하기로 하겠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는 매우 은 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여간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

은 감추어진 사건들과는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서 검토할 사건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다루어진 사례들이다. 수사기

관이 범죄를 포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이다. 하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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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건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나 사건목격자 등이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다. 그런

데 앞의 <표 4-23>의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수사기

관에 보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

해에 대해 신고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신고해도 별 효과가 없

을 것 같다고 여겨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를 역으로 생각

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된 것은 피해자들의 인내의 정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발생한 사건들의 특성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 분석된 사례들의 유형적 특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소위 ‘심부름센

터’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및 사생활의 감시사례 고, 통신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당수는 불법도청·감청설비의 판매사례 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통신비 보호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건들의 대부

분은 심부름센터에 의한 불법도청, 불법감청 사례들이었다. 한편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의 절반 정도는 해킹에 의한 정보의 불

법유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은 4건 모두 공공

기관인 전화국으로부터 정보가 불법유출된 형태 다.

이렇게 182개의 사건들은 다시 몇 개의 유형으로 재분류가 가능하 는

데, 대부분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속’ 사례들이었다. 아래에

서는 이러한 부당한 접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며, 그로 인해 어떤 결

과가 발생하 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형태가 비슷한 사건들

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 사례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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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경위, 발생장소, 수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의의 등

을 다루기로 하겠다.

2 .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1 ) ‘내부자-외부자 거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이 유형의 침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

(내부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부당하게 접속한 뒤,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형태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거래관계에 의해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만, 그 거래관계가 반드시 금전이 오가는 형태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의 친분관계나 미래에 대한 투자,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내부자가 외부자에게 자료를 유출시키는 것도 넓은 의미의 거래

관계로 파악하 다.

가. 주요사례

<사례 1 >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의자 A는 자신의 동생 B가 유부녀인 C와 사귀는 줄 알고, 동생이 간통죄로

처벌받을까 봐서 과거 보험회사 동료 던 D(S보험회사 사원)에게 C의 인적사항

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D는 피해자인 C의 사무실로 찾아가, 앙

케이트 조사명목으로 1만원권의 전화카드를 교부하고, C의 집주소, 전화번호, 이

동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C의 남편과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 B는

D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들을 토대로 피해자 C의 집과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하여

해악과 명예훼손을 가할 듯이 협박하 다.

<사례 2 > 보험회사 직원에 고객정보 유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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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다니는 피의자 A는 친구 B로부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을 요구받았다. 믿는 친구 고, 사용처가 확실하다는 B의 말에, A는 보험사 고객

명단에서 무작위로 10-15명의 명단을 A4 용지에 적어 팩스로 B에게 전달했다.

보험회사 고객명단을 제공받은 B는 다른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객 명단 중 일부를

핸드폰과 H통신에 가입하는 데 이용하 다. 이렇게 통신상에 불법 등록한 다음 B

와 그 일행은 이를 인터넷 통신을 통해 불법 음란물(불법음란물 복제 CD) 판매광

고를 하고 연락을 받는 데 활용하 다.

<사례 3 > 항공사 직원과 윤락알선업자의 관광객 정보 거래사건

윤락알선업(포주)을 하고 있는 피의자 A는 쇼핑센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Z항

공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의자 B에게 “여행관련업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여행

사에 일본 관광객을 모두 빼앗겨 업에 차질이 있으니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

고, Z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 다.

이에 B는 A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에 응하

기로 하고, 2000년 3월 경,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앙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같은 날 Z항공 소속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일본인들의 인적사항, 항공기 편명, 입·출국

시간, 투숙호텔, 연락전화번호, 체류기간 등의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전자우편을

통해 A에게 전달하 다. 일본인 관광객의 정보를 입수한 A는 C, D 등으로 하여

금 일본인 관광객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등의 숙소에 전화를 걸어 윤락행위를

권유하게 하고, 승낙을 받으면 A는 다시 윤락녀 E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식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 다. 윤락행위의 화대는 3만 엔이고, 윤락여성들은 이중 15만

원을 알선 수수료의 명목으로 A에게 교부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거래관계를 알

고 있는 또 다른 윤락알선업자 F, G 등은 B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사실을 폭로하

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방법으로 일본인 관광객의 개인정보들을 제공받고 이를 윤

락행위를 알선하는 데 이용하 다. 이런 식으로 1997년 7월부터 2000년 3월 중순

까지 피의자 B는 총 47회에 걸쳐 일본인 관광객 1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

켰다. 그리고 피의자 A, F, G 등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한달 평균 약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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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걸쳐 일본인 윤락행위를 알선하 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B는 약 300만원

가량을 이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사례 4 > 아파트 분양회사 직원과 부동산 중개인의 고객정보 교환사건

Q건설의 S지역 분양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의자 A는 샤시(chassis)

전문업체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피의자 B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자 1,095명이 작

성한 동·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등 컴퓨터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하 다. B는 A로부터 받은 자료를 입주예정자들의 샤시계약 현

황을 파악하고 샤시시공을 광고하는 데 사용하 다. 한편 Q건설 S지역 분양 현장

안전관리사로 재직 중인 피의자 C는 본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

캠페인의 지역 할당량(10건)을 채우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인근부동산 중계

업자인 피의자 D에게 분양을 의뢰하 다. D는 아파트 분양 알선에 대한 대가로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인 동·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일자,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D는 분양사무소에서 여직원에게

분양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는 입주자 명단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부동산 중

계업자인 D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D는 이 정보를 토대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전화

를 걸어 매매나 전세를 놓으려면 당 부동산을 이용해달라고 홍보하면서, 금융거

래 내역 및 담보설정관계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거나 전세를 구하

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검거되

었다.

<사례 5 > 보안경비업체 직원이 내부 고객정보를 경쟁사에 불법유출한 사건

피의자 A는 E보안경비업체 R지역에서 고객상담, 계약, 설계, 수금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 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의 전 직장동료 고 현재는 E사의

경쟁사인 W사를 경 하고 있는 B는 A에게 본부장 대우를 약속하면서 W사로 옮

겨올 것을 제의했다. 이에 A는 이직을 결심하고 이직 후에 W사에서 사용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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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E사의 고객 개인정보 자료인 업사원관리물건 리스트와 입금관리대장을 불

법으로 유출하 다. 구체적으로 A는 E사의 R지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

업 관리 화면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사장의 ID와 패스워드를 입력

하여 각 지사 업 관리 화면으로 들어간 후, 고객 개인정보인 업사원관리물건

리스트와 입금관리대장을 검색하고 프린터로 출력하 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몰

래 사무실에서 자료를 출력하던 중, 우연히 출근한 지사장에게 자료유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E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를 강제퇴직 시킴과 동시에 경

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 다.

<사례 6 > 은행직원이 개입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도용사건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의자 C는 A와 내연관계

를 맺고 있는 사이이다. 이들 세 명은 C가 현재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B 또한

과거에 은행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이용, C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공동으로 나누기로 하 다. 이에

C는 텔레뱅킹에 가입한 은행고객의 개인정보인 신용카드번호와 비 번호를 알아

내어 A에게 제공하 다. A는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엠코딩기와 리더기를 이용

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하 다. B는 위조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무인 현금지

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이들은 총 4,450만원을 절취하 다.

나. 사례들의 일반적 특징

내부자가 외부로 정보를 유출시키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유출이다. 직원

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일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거나, 그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 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 혹은 그 관리를 전

담하는 담당직원에 의한 유출행위 등은 ‘자연스러운’(물론 이러한 접속은

부당한 행위이다) 업무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쉽다(사례1, 사례2, 사례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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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5, 사례6).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는 내

부직원이 그 담당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형태이다(사례4).

세 번째 형태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내부직원이 책임자의 ID와 비 번호를 도용하거나 내부적 해킹이나

절취 등의 방법을 통해 이에 침투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로는 방치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형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발견되었으나 세 번째36)와 네 번째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형태가 가장 많

이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내부자에 의해 불법유출된 개인정보의 용도를 보면, 외부자에게

판매되거나(사례3), 다른 이익과 교환되든지(사례4, 사례5), 아니면 인정에

이끌려 아무런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나타났다(사례1, 사례

2, 사례6). 대개의 경우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외부공모자의 경제적 이득

을 취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2 ) 내부자 단독에 의한 개인정보 남용

이것은 내부직원이 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부당 접속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유형이다. 내부직원과 외부자와의 거래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가. 주요 사례

<사례 1 >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불법 이용한 사건

36) 내부자가 내부적 해킹이나 절취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타인의 정보

를 알아내고,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한 사례는 뒤에 가서 언급될 것이다.

1 9 1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피의자 A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관리업체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그

는 피해자 B가 이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제공한 주민등록번호와 K은행 계

좌번호를 사용하여 B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2매를 발급받았다. A는 이 카드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휴대폰 연체대금 20만원을 갚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함으

로써 총 36회에 걸쳐 340여 만원을 편취하 다.

<사례 2 > 은행직원이 자사 컴퓨터를 불법 접속하여 고객계좌에 침입한 뒤, 고

객들의 돈을 인출한 사건

피의자 A는 성북구 종암동 J은행 정보시스템에 근무하는 자이다. A는 근무하

는 사무실에서 호스트 담당책임자의 ID와 비 번호를 이용하여 호스트에 침입한

다음, 고객의 비 번호를 풀 수 있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J은행의 고객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비 번호 등)를 입수하 다. 이 정보를 이용

하여 A는 고객 B의 인터넷 계좌에 침입하여, 입력인증서를 임의로 폐기시킨 뒤

재차 인증서를 받은 다음, 20만원을 인터넷 채팅방에서 사주관상을 봐주는 C에게

복채비용으로 계좌이체 하 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인증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써 A는 피해자들의 인터넷 계좌에 침입하여 모두 14회에 걸쳐 1억 2천여만원을

피의자 B의 구좌로 계좌이체 시켰다. 이렇게 계좌이체 시킨 돈을 피의자 B와 C

가 D은행 대구시 황금동 지점에서 2,500만원, 동신교 지점에서 2,500만원, D은행

본점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고, 남은 425만원을 현금지급기로 인출하려다 지급정

지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 사례들의 일반적 특징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방법은 ‘내부자-외부자’ 거래방식의 경우와

유사하다.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내부적 해킹 등

의 부당한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내부자-외부자’ 거

래방식과 다른 점은 그 자료를 자신들이 직접 사용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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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가공처리

이 유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다. 세부적으로는 각 학교 동창회나 정부기관의 임직원 명단, 각종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백화점, 보험회사 등이 보유한 고객관련 자료들을

유출하는 일을 주로 하는 1차 수집상에 의한 유형과 이들로부터 자료를

구입하거나 교환하고 집산된 자료들을 가공·처리하는 정보가공업자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

가. 주요사례

<사례 1 > 개인정보 불법 수집·가공업체의 사례

피의자 A와 행정서사인 피의자 B는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여, H기획이라는 상

호로 타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며 처리하는 등의 업활동을 하 다.

이들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와 함께 재산조사 등 4개 부분 조

사대행에 관한 광고지를 서울 시내 금융기관에 배포하 다. 그리하여 H은행, S은

행, K카드, D카드, T카드 등으로부터 악성 채무자와 연체자의 소재파악을 의뢰

받고, 해당관청으로부터 고객의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이들의 소재파악과 재산상태를 조사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B는 자신이 행정서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동사무소에서 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의뢰가 오는 경우, 이들은 전화국을 사칭하여, “여기는 ○○전화국인데, 예

전 가입자는 아무개라고 알고 있으나 지금은 가입자가 바뀐 것 같다. 바뀐 주소

지에 대해 이곳 정보가 부실하니 알려 달라”는 식으로 전화가입자를 속이고 불법

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 다. 이렇게 수

집된 개인정보를 1건당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의뢰한 은행과 카드회사에 판매

하 는데, 하루 평균 12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5년 4개월 동안에 약 2억

4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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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회원제를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불법 제공업체의 사례

피의자 A는 G정보통신 사장이고 B는 전무이다. 이들은 98년 10월에서 99년 9

월 사이에 벼룩시장에 기재된 사채업자 사무실들에 전화를 걸어 월 회비 3만원을

입금하면 타인의 신상정보를 알려준다고 광고하 다. 처음에 이들은 악성채무자

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채업자들에게 3개월간의 무료가입을 권유하는 방

식으로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로부터 불량 채무자

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받는 방식을 통해, 피의자들은 98년 12월경에는 약 7,000

여명의 채무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피의자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채업자

가 특정인의 신용상태를 의뢰해오면, 수집된 자료목록에서 이를 확인하여 알려주

었다. 1999년 1월부터는 신용정보 제공을 유료화하 는데, 99년 7월에는 유료회원

이 677명이나 되었다. 범행이 발각될 당시까지 피의자들은 13,000 여명의 채무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회

원으로 가입한 사채업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나. 사례들의 일반적 특징

검토된 사례들은 대개 제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 특히 신용

정보의 불법수집과 불법판매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정보수집상들의 업

규모는 대부분 세한 상태 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작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97년 현재 서울에만

200-300여개, 전국에 500여개의 정보수집상들이 있다고 한다(고 삼, 1998

: 187). 1차 수집상들은 각 학교 동창회나 정부기관의 임직원 명단, 그리고

각종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백화점,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이 보유

한 고객 관련 자료들을 빼내는 일을 주 업무로 한다. 이들은 정보가공업자

들이 1차 자료를 이용해 가공, 편집한 새로운 정보파일을 정보침해업자 혹

은 그들의 고객에게 팔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가공업자들은 1차 수집상이 수집해온 자료를 구입하거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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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과 맞교환하기도 하여 새로운 정보파일을 만든다고 한다. 이들은 수백

만 건의 개인자료를 기억시키고 처리할 수 있는 대형컴퓨터를 갖추고 있

는 경우도 있다. 갖가지 형태의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매칭

(matching)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하여 출력하고

판매한다. 94년 6월에 적발된 D기획의 경우, 행정공무원, 입법기관 인사,

법조인, 언론인, 교육계인사, 의료계인사, 여성 및 종교계 인사를 비롯해

전국 세대주 및 자가용 소지자 명단 등 2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 파일에는 학력, 재산, 아파트평수, 자동

차 종류, 월수입 등과 자녀에 대한 신상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

려졌다(한국일보, 1994. 6. 24; 고 삼, 1998: 188에서 재인용).

4 )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자의 부당한 접속과 불법이용

이것은 해킹이나 불법침투 등의 방법으로 기업이나 관공서 혹은 개인홈

페이지 등에 불법으로 접속한 다음,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유출시키

며, 때로 정보를 변경, 파괴, 삭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킹에 의한

홈페이지의 내용을 열람·변경·삭제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홈페이지

가 변경되거나 불법복제 됨으로써, 여기에 접속하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

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의 한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 주요사례

<사례 1 > 타인의 홈페이지 정보의 무단도용 사건

피의자 A는 피의자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C의 전원주택관련 홈페이지에서

전원주택 시공과정의 그림파일, 시공방법에 관한 HTML 문서를 불법 전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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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역시 전원주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B의 사이트에 복제하 다.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전에 A는 과거 같은 회사동료이며 현재는 목조주택을 시공하는 회

사의 대표로 있는 D에게 그의 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작성해준 바 있다. B

는 A에게 C의 홈페이지가 워낙 잘 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불법 복사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는 D에게 만들어준 홈페이지의 도메

인명만을 바꾼 다음, C의 홈페이지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복제하여 새로운 홈페이

지를 만들고, 이를 B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한편 A는 B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

로 조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를 은닉할 목적으로 서버컴퓨터에 접속하

여 B의 사이트에 들어있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 다.

<사례 2 > 해킹에 의해 불법유출된 타인의 I D , 패스워드가 제3자에 의해 이차

적으로 불법 이용된 사건

피의자 A는 인터넷 게임인 ‘포트리스’를 하던 중, B로부터 온라인 게임인 ‘리니

지’에서 카오(전과자)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C의 ID와 패스워드를 B

로부터 제공받았다. 후에 A는 C의 ID와 패스워드로 리니지에 접속하여 약 60여

시간가량 게임을 하여 C에게 65,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의 IP를 추적하여 사용자 정보조회에 의해 A의 인적사항을 발췌한 뒤, A를 검

거하 다. 이 사례는 온라인 게임의 ID와 비 번호가 해킹 당하여 이것이 공개됨

으로써 이를 이용한 제3의 가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 3 > 해킹에 의해 타인소유의 아이템을 불법취득한 뒤 임의처분한 사건

피의자 A와 B는 PC방의 컴퓨터에 해킹 툴 프로그램인 ‘넷버스’가 설치되어 있

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컴퓨터 사용정보를 모두 복제하 다. 이 해

킹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탐지하여 이를 기록하고 복제하는 방식으

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A와 B는 C의 ID와 비 번호를 알아내어 계

정에 접속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을 피의자들이 가명으로 개설한 계정에다

옮겨 놓았다. 그 다음 범행을 은폐하고 수익을 챙기기 위해, 피의자들은 훔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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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을 온라인 상에서 현금 38만원을 주고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 다.

<사례 4 > 해킹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사건

피의자 A는 여자친구가 강사로 있는 M학원의 홈페이지 관리자가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점에 앙심을 품고, M학원의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관리자의 비 번호를

변경하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상담실, 새소식 사이트의 헤드(head)부분을 삭제

함으로써 홈페이지를 운 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사례 5 > 해킹으로 타인의 I D 와 패스워드를 불법유출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

한 사건

피의자 A는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 NT서버 시스템의 IIS를 설치할 경우 생

겨나는 주소를 약간 변경하면,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68,305명분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모두 5개의 사이트에서 207,483명의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하

다. 그 다음 A는 이렇게 다운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로부터 인터넷 성인

방송국 유료회원의 ID와 비 번호를 이용하여 성인 화를 2-3주 가량 시청하 다.

<사례 6 > 해킹으로 타 회사 고객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

하려한 사건

피의자 A는 평소 관리하던 초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

들의 접속로그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동창 B가 사용하는 접속 IP를 알아내었다.

A는 이 정보를 통해 B의 컴퓨터에 접속, 그 안에서 모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P컴

퓨터회사의 고객 11만 명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전송받았다. A는 인터넷 쇼핑몰

이나 텔레마케팅 관련업체에게 10만 명 정도의 개인데이터를 판매하는 샘플을 보

내주겠다고 메일광고를 보내고, 그 견본으로 P사 고객 100명의 자세한 신상정보

가 담긴 파일을 송부함으로써,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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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 타인의 철도회원정보를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건

피의자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0년 9월 초순 경 서울역과 등포

역에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철도회원들이 승차권 구매를 위해 회원번호

와 비 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몰래 훔쳐봄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적으로 취득하 다. A는 이렇게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총 29회에 걸쳐

철도회원 관리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모두 15명의 철도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

하 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누적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용하면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타인명의로 철도회원 포인트 사용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울-부산간 새마을호 무임승차권 2매를 편취하는 등, 10회에 걸쳐

338,7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 다.

나. 사례의 일반적 특성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부자료에 외부인이 불법적으

로 접근하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해킹에 의한 침투나 절취, 방치된 자료

의 유출, 그리고 우연히 취득한 ID와 비 번호 등에 의한 부당접속 등의

형태가 발견되었다. 유출한 개인정보의 이용방법으로는 자신이 직접 사용

하는 형태가 많았으며 판매하는 형태는 많지 않았다.

5 ) 불법감청, 불법녹음

불법감청과 녹음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생활침해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최근 이동전화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동전화 상에 녹음되어 보관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

피의자 A(남)와 피해자 B(여)는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절친한 사이 다. A는

B에게 1,400만원을 차용해주었는데, B는 갚기로 한 날짜에 이를 갚지 않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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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용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급기야는

만나는 것도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는 그전에 B가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무선호출기 비 번호를 이용해서 무선호출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메일 등을 불

법적으로 녹음한 뒤, 녹음테이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달함으로써 타인의 사적

인 대화를 공개하 다.

6) 종합적인 형태 : 불법신용정보업자에 의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침해

이것은 소위 ‘심부름센터’에 의해 행해지는 사생활 침해유형을 말한다.

이에 적용되는 법률만 하더라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통신비 보호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주

민등록법,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양하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감시하며, 때로는 이를 통해 개인을 협박하기

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

보 침해유형이다.

가. 주요 사례

<사례 1 > 심부름센터에 의한 사생활 조사

피의자 A는 경기도 일산시에 무허가 심부름센터(J용역)를 설립한 뒤, 1998년

1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지역광고지인 <교차로>에 ‘고민해결’,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하여 불법 신용정보업을 개시하 다. 그리고 업 목

적을 위해 세운상가에서 도청기(감청센서, 소형녹음기, 소형라디오) 망원경, 고성

능 비디오카메라, 고성능 망원렌즈 부착 카메라 등을 구입하고, 전화단자 확인장

비인 송수화기를 제작하는 등 감청 장비를 갖추었다. 이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B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밝혀줄 것을 의뢰했는데 비용은 50만원이었다. 피

의자 A는 의뢰인 B로부터 건네받은 인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대상자 거주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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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잠복하고 미행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 다.

<사례 2 > 심부름센터에 의한 불법감청·녹음

피의자 A는 자신의 주거지인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화기 1대, 녹음기 3대, 도청

송신기 6대, 수신기 1대, 망원경 1대 등을 구비하고, 서대문 지역정보신문에 K용

역이라는 심부름센터 광고를 개재한 뒤, 불법 개인 신용정보업을 하 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B는 자신의 처의 불륜사실을 녹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의자 A는 의뢰인 B의 아파트 거실내의 전화선에 1개선을 니퍼로 절단하고, 절

단된 선에 도청송신기를 달아 오디오 스피커 뒤에 감추고, 도청 수신기 주파수를

맞추어 잭으로 녹음기와 연결해서 의뢰대상자(의뢰인 B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는

C간의 대화를 녹음하 다. 이 과정에서 C의 핸드폰 비 번호를 확인하고는 그 비

번호를 통해 어떤 여자가 C에게 남긴 음성메시지를 녹음하 다. 이밖에도 피의

자 A는 의뢰인 배우자의 불륜관계조사, 이성친구의 소재지 파악 등의 업활동을

통해 약 23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사례 3 > 심부름센터와 전화국 직원이 공모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심부름센터 관련 사건으로서 모두 7명이 서로 얽힌 사건이다. 피의자 A는 H통

신회사의 기능직 사원이고, 피의자 B는 S투자금융(사채업 및 심부름센터 겸용)

종업원이고 피의자 C는 S투자금융의 사장이다. 피의자 D, E는 K심부름센터 종업

원들이며, 피의자 F는 K심부름센터의 사장이다. G는 전직경찰관으로서 C의 친구

이다. A는 사채업자 겸 심부름센터업자인 B, C에게서 200만원을 차용하 으나 갚

지 못했다. 이에 B와 C는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A에게 자신들이 의뢰하는 타인의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과 설치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

면 채무금을 변제해주겠다고 제의했다. A는 96년 1월 초 99년 7월까지 자신이 근

무하고 있는 G전화국에서 약 600여건의 개인 전화번호 정보를 전화국 컴퓨터 단

말기를 조작, 조회하여 B, C에게 제공하 다. A는 그 대가로 채무금을 변제받음

과 동시에 17회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B와 C로부터 교부 받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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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C는 A로부터 교부받은 채무불이행자들의 전화번호에 의한 소재지를 추적하

여 채무금을 회수하 다.

한편, D, E, F는 B, C를 통해 A를 소개받고, B와 C가 했던 방법을 이용하여

의뢰인들이 요구한 개인정보를 A를 통해 입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수

수하 다. 이들 간에는 3개월간의 통화내역서를 제공하는 대가로 70만원을 A에게

교부한다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에 의거하여 D, E, F는 1건당 5만원을 받

고 의뢰인들이 요청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설치장소를 파악해주었다.

D, E, F는 의뢰인들로 하여금 비용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의뢰인이 요청한 전화번호를 A로부터 건네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 던 것이다.

그리고 C는 전직 경찰관이었던 친구 G가 위조해준 경찰관 신분증과 N경찰서

장 명의의 위조공문서(수사협조)를 각 이동통신사에 팩스로 제시하여, 이동통신사

로부터 통화내역을 교부 받은 뒤, 이를 정보제공 수수료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판매하여 약 1,200만원의 불법이익을 취했다. C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사례 4 > 심부름센터와 휴대폰 판매업자와 연계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피의자 A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D심부름센터를 운 하는 자이고, 피의자 B는

휴대폰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의자 B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동

전화 서비스 컴퓨터 단말기로 휴대폰 가입자의 주소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하여,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31회에 걸쳐 피의자 A가 의뢰한 휴대폰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A에게 교부하여 81만원을 수수하 다. 이렇게 교부

받은 개인정보를 A는 다시 채무자의 주소지 확인을 요청한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건당 5만원을 받고 재교부하는 식으로 해서 총 1,29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렸다.

<사례 5 > 심부름센터에 의한 의뢰인 갈취사건

피의자 A는 관악구 신림 8동 J상가에서 T흥신소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

고, 강남일대의 업종별 전화부와 인천시 남구의 업종별 전화부 등에 광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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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 B는 1999년 12월 경, A의 광고를 보고 행방이 묘연한 남편의 소재파

악을 전화로 의뢰하 다. A는 B에게 100만원을 입금시키면 바로 남편을 찾아주

고 남편이 불륜했으면 위자료로 1억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계약을 성립

시켰다. 그 후 A는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의 한 커피숍에서 B를 만나, 고소장 작

성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하 다. B가 돈이 없다고 하자, A는 이미 지불 받은

100만원도 책임 못 지겠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자, 두려움을 느낀 B는 A에게 50

만원을 교부하 다. 2000년 1월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상대여자를 찾았

는데 법원에서 이혼소송 서류를 떼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70만원을 요구하 다. B

가 “돈이 없다”고 하자, A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려는 것인데, 그렇

다면 B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방기하려 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

는 70만원을 입금하 다. 그 후 A는 합의금 1억을 받으면 성공사례비로 30%를

받는 것이 관례라며, 자신은 특별히 20%만 받겠다면서, 그 대가로 당장 300만원

을 달라고 강요하 다. B가 거절하자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아이들과 가정을 파

탄 내겠다고 협박하 다. 이에 위협을 느낀 B는 경찰에 신고하 고 A는 검거되

었다. A는 B로부터 4회에 걸쳐 27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 6 > 심부름센터 조직에 의한 사생활 침해

모두 23명이 가담한 불법심부름센터 조직사건이다. 피의자 A, B, C, D는 1999

년 4월 강동구 성내동 Y빌딩에서 전화기 19대, 컴퓨터, 무전기, 비디오촬 기, 녹

음기, 망치, 드라이버 등 각종 장비를 갖추고, A를 본부장으로 하고, B를 전무, C

를 실장, D를 과장으로 하여 심부름센터 본부조직을 구성한 다음, 광고를 통해 심

부름센터 지부를 운 할 사람을 모집하 다. 이렇게 이들은 서울의 각 지부 지사

장을 모집한 다음, 관할구역을 분담하여 무허가 신용정보업체 조직인 ‘S패 리’를

구성하 다. 각 지사장들은 본부로부터 업장소 및 책상을 제공받고 자신의 전

용전화를 개설하여 각 지사의 업체명을 별도로 정한 뒤, 일간신문이나 교차로 등

광고지에 광고하는 수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하 다. 이들은 민원해결은 5-30만원,

대상자소재추적은 300-200만원, 간통현장 적발 등 사생활 개입은 100-300만원, 채

권회수는 일정액의 선급금에다 채권회수 후 채권액의 30-50% 정도를 교부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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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주소지 등 신용정보 불법조회는 10-200만원씩 받기로 업방침을 정했

다. 그리고 S패 리 본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지사장들을 상대로 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본부직원들이 타 지부장과 공동으로 채

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식으로 업을 지원해주었다. 각 지

부장들은 입회비 300만원과 월 회비 50-70만원을 본부에 지급해야 한다. 각 지부

장들은 의뢰 받은 주소지나 전화가입자 인적사항을 일명 ‘조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아내어 의뢰인들에게 제공하 다. 이 조직은 특정인 소재추적, 배우자의

간통현장 확인 등의 사생활침해, 불법 채권 추심 및 타인의 신용조사, 채무자나

가출자의 주소지 확인, 휴대폰 및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사생활 조사 등을 주된

업활동으로 삼았다.

나. 사례들의 일반적 특성

이상 심부름센터와 관련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의 사례들을 살펴봤

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위에

서 제시한 6개의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심부름센터에 의

한 침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심부름센터가 불법 신용정보업을 위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는 “○○용역,” “○○기획,” “○○상담소” 등

으로 당국에 심부름센터의 정식 허가를 받고, 원래 목적과 달리 불법적인

신용정보업을 위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상호 없이 전화로만 연락이

가능한 심부름센터로서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

한 두 형태의 심부름센터는 거의 모두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거나, 주택가 이면도로 전봇대 등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함으로써 고객들

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다. 의뢰인들은 주로 전화로 사건을 의뢰하고

있었다.

둘째, 불법신용정보업과 관련해서 심부름센터가 행하는 사생활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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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는 허가 없이 타인의 신용정보(성명, 주소 등)를 조사하고 의뢰인

에게 알려주는 일, 공공기관의 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

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 감청 장비를 통한 타인의 통화내용 도

청, 타인의 신용조사, 불륜현장이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미행,

감시, 잠복근무 등의 불법행위, 불륜현장을 포착하여 협박, 공갈 및 폭력배

를 동원한 채권해결사 역할 수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심부름센터에서 사용하는 불법 감청장치들은 세운상가, 용산전자

상가 등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청장

치는 국내에서 제작된 것들도 있으나, 대개는 수입한 장비들로서 중간알선

자를 통해 거래되고 있었다.

넷째, 심부름센터가 의뢰인들이 요구한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지

등)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는 전화국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백화점, 이동전화 대리점 등 고객의 신상정보를 취급하는 업체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심부름센터에 유출시키는 형태이다. 위

두 가지 형태는 정보생산·보유업체의 내부자, 즉 공무원 혹은 민간기업

직원과 개인정보 침해업자 간의 공모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형태

에 해당한다. 이를 내부자-외부자의 공모에 의한 ‘단일거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삼, 1998 : 185). 또 다른 형태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고객의 신상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등과 심부름센터의 개인정보 거래를 매

개하는 중간자가 개입된 형태이다. 이것은 정보수집·가공업자가 매개된

거래방식에 해당한다.

위의 세 가지 형태가 거래관계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라면

마지막 방법은 심부름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사업체의

담당자를 속여서 해당 자료를 빼내는 형태이다. 즉 공무원이나 담당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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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실수, 부주의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유형이다.

다섯째, 심부름센터에 의한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는 피해자, 즉 의뢰

인이 요청한 의뢰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 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된다거나 자신의 정보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기 어렵다. 심부름센터에 의한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의 불

법심부름센터 단속 수사에 의해 인지된 것들이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의뢰

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함으로써 의뢰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은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여섯째, 심부름센터에 의해 사생활 침해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

들이 적용되고 있었다(<표 4-25>).

<표 4-25> 심부름센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적용되는 주요법률

관련법률 내 용

신용정보보호법

○ 재경원장의 허가 없는 불법 신용정보업의 운 (제32조 1항 4호)

○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 정보원 등의 명칭 사용(32조, 8

조, 26조)

정보통신망법 전산망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비 을 유출, 누설(30조, 25조)

통신비 보호법
○ 타인의 전화감청 대화 녹음(16조, 1조, 3조)

○ 인가 없이 감청설비 제조, 소지, 사용(17조 2호, 10조 1항)

개인정보보호법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유출(23조, 11조)

주민등록법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의 누설(21조, 18조 3항)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공갈을 통한 채권 채무의 해결(형법 350조, 폭력행위처벌법 2조)

7 ) 종합적 검토

이상에서처럼 수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유형들

을 검토해봤다.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은 기업이나 관공서, 혹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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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속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1차

자료의 불법적인 수집도 나타나고 있었으나, 정보수집의 규모는 비교적

세한 편이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행위는 일상생활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의 물리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있는가 하면, 온라인상의 정

보프라이버시의 침해도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가 가해지지 않는 형태도 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인 협박과 위협에 시달

리는 일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정보의 문제가 이를 전산처리된

데이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것이다. 심부름센터

의 사례는 온라인과 일상생활을 엄격히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 프라이버

시 보호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사생활 침해는 온라인과

일상생활이 서로 겹쳐서 발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에 의한 접근방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

을 수 없겠다. 앞에서 검토한 개인정보의 수집사례들은 규모도 작고 수집

방법도 원시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작금의

시기가 기업들의 새로운 판매전략, 고객지향적 일대일 마케팅의 수단으로

개인들의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때라고 본다면, 채무자나 불량신용자 등의

특정한 대상들에 대한 제한적 정보보다는 대규모의 잠재적 고객에 대한

풍부한 정보의 수요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정보수집과 관

련한 비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의 비용은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현행법률위반으로 야기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

들은 이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수집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아

니면 정보의 1차적 수집자나 가공자 등으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보수집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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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쟁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매우 비 스럽게 진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포착되지 않고 묻혀질 가능성

이 높다. 더군다나 정보수집자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차적 사용도 큰 문

제이나, 이 역시 확인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현

실에서 포착되는 개인정보의 침해사례들은 주변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검토한 수사기록의 대부분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진

‘부당한 접속’과 그로 인한 자료의 유출에 해당하는 사례들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기업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초 감사원은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유선전화 번호 등 50만 명의 가입자 인적정보를 제휴카드사에 불법 제

공한 사실을 밝혀냈다(동아일보, 2000. 9. 7).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H이

동통신업체는 가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제휴사인 S카드에 우량고객 30만 명의 인적정보를 제공했

다는 것이다. 또한 P통신업체도 우량고객 20만명의 인적정보를 제휴카드

사인 S카드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7월 경 서울지검은 국내의 B카드사, K카드사, D카드사 등 3

개 대형카드사에 대해 고객의 동의절차 없이 이름,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

와 신용카드 계좌번호와 사용내역, 이용한도 등 신용정보를 업무제휴 보험

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보험료 수입의 5-7%)를 챙겨온 혐의로 법인과 회사

관계자 등을 각각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약식기소하 다. 금융감

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3개 카드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54

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신용카

드회사가 발급신청서에 인쇄되어 있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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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깨알 같은 씨로 인쇄되어 있어 회원가입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되

어 있다)에 업무제휴업체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괄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

게 된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일괄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등 업무제

휴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37)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검토한 사례를 통해서는 다룰 수 없었던 개인정보

의 불법수집의 문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오늘날 기업에게

정보수집은 생존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기업은 급격한 시장

의 변화와 경쟁사의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종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

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38) 때문에 급기야 업종별 기업정보를 제공

하는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 삼(1998 : 164)은 자신의 연

구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업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제조업체 5만개에 대

한 11개 항목자료(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 팩스, 우편, 생산품목, 자본,

매출액, 설립일자, 종업원수 등)를 29,500원에 판매한다는 전자메일을 수령

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는 검색 판매하지 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광고 안내문에는 대표자명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한다. 즉 이 정보서비스 업체에서는 최소한 개인정보가 수

집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메일 수집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 인터넷상에서 개인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39)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37) YMCA 시민중계실 http://comsumer.ymca.or.kr/2001/8-9.htm

38) 한국의 대기업에서의 정부수집활동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그 활동내역에 관해서는

고 삼(1998 : 161-163)을 참조하면 좋다.

39) 필자 또한 이 광고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마케팅 전략에 있어 Directing Email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 광고메일에는 이메일수집 프로그램의 가격은 9만원,

한번에 5천통을 동시에 발송할 수 있는 대량이메일발송 전용프로그램은 5만원, 이

메일리스트 매니저 프로그램은 4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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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수집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 최근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

한 조사를 실시했던 미국의 ‘애넌버그(Annenberg) 공공정책센터’의 조사결

과에 따르면, 특히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인터넷

에 사생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나

음료수 컵 등 공짜로 주는 선물이 있으면, 65%에 이르는 10대들이 그들이

가장 자주 다니는 상점의 이름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54%는 그들의 부

모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 이름이나 가게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했

다. 또한 39%의 10대들은 그들이 받는 용돈액수, 부모들이 정치에 관한

대화를 자주 하는지 여부, 부모가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다

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겨레신문, 2000. 6. 13. 25면).

미국의 예이긴 하지만, 미국의 게임메이커 ‘블리자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새 게임인 ‘디아블로2’의 시험판을 65일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블리자드는 응모하는 과정에서 이름, 주소, 전

자우편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클럭스피드와 그

래픽카드 종류, 갖고 있는 다른 컴퓨터 게임의 이름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검사자(tester)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오로지 정식 시판

에 앞서 디아블로2 게임을 미리 접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응모자가 몰려들었다. 블리자드가 시험판을 제공

한 대상은 통계적으로 디자인한 선발과정을 통해 뽑힌 10만 명에 불과했

다(한겨레신문, 2000. 6. 13. 25면).40)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방식

으로 개인들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실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은 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40)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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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의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과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상

황임을 확인하 다.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조직, 웹사이트들은 고

도의 정보처리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및 잠재적 고객의 개인정보들을 은

하게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자료들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개발을 위해 이용되거나 아니면 상품처럼 돈을 받고 거래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

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고 그로부터 물질적·정신적·심리적·인격적 피해를 경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문제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의식과 태도 및 행위양상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일반인들은 개인정보가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해 활용되는 현실에 대

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보를 기업

이나 웹사이트 등에 제공하게 되는지, 자신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노

력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의식과 행

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보제공의 미시적 조건들을 분석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1 .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관심

먼저 개인정보 문제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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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하기로 한다. 특히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개인정보의 상

업적 이용에 대한 태도, 개인정보 침해 현실의 인지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이러한 분

석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이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대해 막연한 이해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1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 관심

한국정보문화센터의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1999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85.4%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 29). 이러한 결과는 우리국민들이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정도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

민들의 높은 관심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가 처

음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던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많은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 범죄문제, 교육

문제, 주택문제, 경기부양의 문제, 환경오염, 정치적 갈등의 해소, 지역갈

등, 여성문제, 노인문제 등 많은 중대한 일들이 눈앞에 가로 놓여 있다. 우

리사회의 대부분의 과제들은 196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 중에는 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계속되

어온 것도 있고, 최근에야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들도 있다. 사

생활보호 문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문제들, 즉 환경문제, 여성문제, 지역문제, 그리고 사생

활보호 등은 삶의 질, 인권, 자율성, 참여, 연대와 같은 탈물질주의적 가치

와 접한 관련을 갖는 사회문제이다. 잉 하트(Inglehart, 197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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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는 장기간의 풍요와 신체적 안전을 경험할 경우 사람들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변화한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바 있

다. 여기서 물질주의란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질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을 말한다. 탈물질주의란 일단

경제적인 안정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가치지향으로서 물질적인

욕구보다는 상위의 욕구인 참여와 자아실현, 자기표현 등을 중시하는 가치

관을 말한다. 그렇다면 잉 하트의 가설에 입각해서 한국사회에서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는 현상을 탈물질주의적 가치이

행의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 다시 말해 우리국민들의 전반적인

관심이 물질주의적인 것보다는 탈물질주의적인 것에 좀더 많은 비중이 쏠

려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에 대

한 우리국민들의 관심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5-1>은 우리국민들 사이에 사생활 보호문제가 우리사회의 당면 과

제 중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지를 파악

한 결과이다. 사생활 보호문제와 비교된 사회문제 유형들은 모두 일곱 가

지인데, 이 중에서 물질주의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물가안정, 주

택문제, 경기부양, 청소년 범죄 등이고,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는 환경보호, 정치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나머지 교육문제는 물질주

의와 탈물질주의 양자의 가치를 모두 공유한다고 봤다. <표 5-1>을 보면,

제시된 8가지 유형 모두에 대해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관심 많다’와 ‘관심 있는 편이다’의 항목을 합한

비율을 가지고 보면, 물가안정에 대한 관심은 83.1%, 교육문제는 78.8%,

청소년범죄는 74.8%, 주택문제는 74.1%, 경기부양은 79.6%, 사생활보호는

68.2%, 환경보호는 67.4%이며, 정치문제만이 43.5%로 관심정도가 낮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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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 다른 사회문제유형과의 비교

빈도(%)

구 분
매 우

관심많다

관심있는

편 이 다

그 저

그렇다

관심없는

편 이 다

전 혀

관심없다
합

청소년범죄 268 (25.5) 518 (49.3) 215 (20.5) 39 (3.7) 10 (1.0) 1050 (100.0)

교육문제 387 (36.9) 439 (41.9) 183 (17.5) 31 (3.0) 8 (0.8) 1048 (100.0)

물가안정 453 (43.3) 417 (39.8) 147 (14.0) 26 (2.5) 4 (0.4) 1047 (100.0)

주택문제 374 (35.7) 402 (38.4) 196 (18.7) 55 (5.3) 20 (1.9) 1047 (100.0)

사생활

보호문제
261 (25.0) 452 (43.2) 265 (25.3) 54 (5.2) 14 (1.3) 1046 (100.0)

환경보호 278 (26.6) 427 (40.8) 279 (26.7) 53 (5.1) 9 (0.9) 1046 (100.0)

경기부양 308 (29.5) 430 (41.1) 233 (22.3) 61 (5.8) 13 (1.2) 1045 (100.0)

정치문제 142 (13.5) 315 (30.0) 309 (29.4) 188 (17.9) 96 (9.1) 1050 (100.0)

<표 5-2>는 앞의 <표 5-1>의 결과를 5점 척도로 재조정한 결과이다.

평균값은 각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표에 따르면, 사람

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문제는 ‘물가안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이 교육문제, 주택문제의 순서 다. 반면 사생활보호는 정치문제 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다. 결과적으로 사생활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인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회문제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

대적 관심의 정도는 낮다고 하겠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국민들은 탈

물질주의적 가치보다는 물질주의적 가치와 관계되는 사회문제들에 더 많

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특히 IMF 사태 이후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해

물질주의적인 관심이 더 강화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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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사회문제의 관심 순위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물가안정 4.23 0.81 1047

교육문제 4.11 0.85 1048

주택문제 4.01 0.96 1047

청소년범죄 3.95 0.83 1050

경기부양 3.92 0.93 1045

환경보호 3.87 0.89 1046

사생활보호 3.85 0.90 1046

정치문제 3.21 1.16 1050

그런데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주의적인 것에 더 많이 쏠

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가치지향은 그 사람이 처한 사

회적 환경이나 인구학적 특성 등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

련하여 사생활 보호에 특히 관심 있는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려 할 때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에 사생활 보호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관심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 연령, 교육수준, 소

득, 혼인상태, 소비수준, 직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해봤다(<표 5-3>). 또한 이 모형 속에는 사생활 침해의

피해 경험도 포함되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교육수준과

사생활 침해피해 경험에 의해 유의미하게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로 제

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수준별로 사생활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의 비율을

측정해본 결과,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 집단의 경우에는 48.3%로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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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미쳤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3.5%, 전문대학은 68.9%,

대학교는 73.0%, 그리고 대학원은 81.0%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비율도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1년간 사생활 침해를 경험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 높

았다. 이 결과는 피해경험이 다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성, 연령, 소득, 혼인상태, 소비수준, 직업

등에 따라서는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3> 사생활 보호의 관심에 대한 회귀분석표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남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기혼자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사생활 피해 경험

-.07

.02

.11
**

-.01

.03

-.01

.15

-.26

-.07

-.08

-.06

.21
**

-.04

.02

.13

-.02

.02

-.03

.06

-.06

-.04

-.04

-.03

.11

상수

R
2

F 값

사례수

3.52

.05

4.1
***

1,018

* : p < .05, ** : p < .01, *** : p < .001

다른 변인들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교육수준과 피해경험만이 사

생활보호에 대한 관심의 차이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사생활 보호의 쟁점이 인지적 관심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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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관심의 두 축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지적 능력과 피해경험의 두 축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2 )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태도

비록 물질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정도가 낮기는 해

도 사생활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쟁점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첫째는 개인정보의 수집행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은 잠재

적 고객과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국가기관 역시 인구에 대한 감시와 통제, 교육, 복지혜택의 부여 등 정책수

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두 번째는 수집목적에

따라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혹은 정보생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개인정보 데이터가 교환될 수 있는 상품가

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형태로 가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

한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가공, 이용과 판매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하 다.

<표 5-4>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업의 제한 없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유로운 정보수집활동에 대해 26.4%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며, 약한 반

대를 표현한 응답비율은 43.7%로, 총 70.1%의 사람들이 이에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47.7%가 강한 반대를 나타냈고 38.0%가 약한 반대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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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가 이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3자에게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일에 대해서는 51.6%가 강하게 반대하

고 있었고, 33.8%는 약한 반대를 보여, 85.4%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특히 강한 반대의 비율로 비교해봤을 때,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유통·판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이 제한 없는 개인

정보의 이용,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 없

는 정보의 유통·판매에 찬성하는 비율은 4.7%, 제한 없는 정보의 이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5.1%,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수집에 찬성하는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표 5-4>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수집·이용·유통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빈도(%)

구 분
전적으로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 이 다

그 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 이 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합

제한없는

정보수집
28 (2.5) 86 (8.2) 202 (19.3) 458 (43.7) 277 (26.4) 1,049 (100.0)

제한없는

정보이용
9 (0.9) 44 (4.2) 97 (9.2) 399 (38.0) 501 (47.7) 1,050 (100.0)

제한없는

정보유통
12 (1.1) 38 (3.6) 103 (9.8) 355 (33.8) 541 (51.6) 1,049 (100.0)

이렇듯 시민들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며, 자유롭게 유통되는 현

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어떤 규제

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5-5>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정보

의 상업적인 활용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연령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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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형적인 관계보다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발견되어 20대를 준거로 하여,

30대, 40대, 50대의 3가지 더미변인을 구성한 뒤,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종

속변인은 위의 <표 5-4>의 세 가지 항목, 즉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유통

에 대한 태도를 합산하여 구성하 다. 종속변인은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한 태도’이다.

<표 5-5>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한 회귀분석표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남성

30대

40대

50대

교육수준

소득

기혼자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24

.79
*

.54
*

.28

-.40
***

-.19
*

.37

.12
***

-.29

1.07
*

.06

.31

.08

.05

.15

.10

.05

-.18

-.08

.08

.14

-.04

.10

.01

.06

.01

상수

R
2

F 값

사례수

5.47

.07

5.6
***

1,021

* : p < .05, ** : p < .01, *** : p < .001

이렇게 구성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

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소비

수준, 직업(관리직) 등이 유의미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20대

에 비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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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해 더욱더 부

정적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한 태

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 중에서는 관리직이 생산직에

비해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30대와 40대,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겠다.

3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에 대한 인식

앞의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현상(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는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인가 아니면 막연

한 인식인가? 왜 시민들은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

하는 것일까?

앞에서는 기업이나 조직, 관청, 혹은 개인들이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려

는 목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도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물품 등의 판매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수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실제 기업에서 소비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전면에 내세우는 일반적인 명목은 고객에 대한 서

비스질의 향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정보수집 전략과 행태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을 보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진술에 대해, 18.9%가 강한 반대를 보 고,

33.2%가 약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즉 절반이 조금 넘는 52.1%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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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개인정보 수집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3.7%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새로운 판매전

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11.0%가 강한 찬성을 보

고 39.3%가 약한 찬성을 보여,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은 19.8%에 머무르고

있었다.

요컨대, 일반인들은 기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로 제시하

지는 않았지만,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기업의 이익

을 지향하고 있다는 인식은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수

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별 차

이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정보수집이 기업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은 20

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대, 40대의 순이었으며, 3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와 30대, 20대와 40대간의 차이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F=1.98, R
2
=.03, p < .05).

<표 5-6>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빈도(%)

정보수집 목적
전적으로

찬성한다

동의하는

편 이 다

그 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 이 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모르겠다 합

고객서비스 제공
25

(2.4)

119

(11.3)

304

(29.0)

348

(33.2)

198

(18.9)

55

(5.2)

1,049

(100.0)

판매전략의 수립
115

(11.0)

413

(39.3)

264

(25.1)

127

(12.1)

82

(7.8)

49

(4.7)

1,0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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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의 침해실태에 대한 인식

일반인들이 개인정보의 상업화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실

제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가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의심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법률은 정보주체, 즉 일반소비자, 시민들의 의

사에 반하는, 그들의 이익을 해치는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

인 형태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의 수집,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이차적 사용(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 소비자 정보의 교환 혹은 제휴) 등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기업에 의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5-7>).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

해 25.0%가 강한 찬성을 나타냈고, 49.0%는 약한 찬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응답자의 74.0%가 현재 기업들이 개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정보를 수

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정보의 이차적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20.7%가 강한 찬성을 보 고, 46.9%가 약한 찬성을 보 다. 일반인들의

67.6%가 기업들이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부

당하게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일에 대해서는 19.6%가 강한 찬성, 43.2%가

약한 찬성을 나타내, 모두 62.8%가 그러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업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8.0%가 강한 찬성을 보이고 있었고, 43.2%가 약한 찬성

을 보여, 모두 71.2%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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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개인정보 침해 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정도

빈도(%)

구 분
정 말

그렇다

그 런

편이다

그 저

그렇다

안그런

편이다

전 혀

안그렇다
모르겠다 합

불법수집
263

(25.0)

515

(49.0)

137

(13.0)

45

(4.3)

10

(1.0)

80

(7.6)

1,050

(100.0)

이차적 이용
217

(20.7)

492

(46.9)

197

(18.8)

55

(5.2)

18

(1.7)

69

(6.6)

1,048

(100.0)

불법유통
205

(19.6)

441

(42.2)

188

(18.0)

55

(5.3)

19

(1.8)

137

(13.1)

1,045

(100.0)

과도한 수집
293

(28.0)

453

(43.2)

165

(15.7)

41

(3.9)

13

(1.2)

83

(7.9)

1,048

(100.0)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일반시민들은 개인정보 침해 중에서 특히

과도한 정보의 수집이 가장 심각하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

는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의 이차적 사용, 동의 없는 정보의 유통·매매의

순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

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이 개인정보의 상업화 경향

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로 제

시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실태의 인식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소비수

준이 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F=4.76, R
2
=.06, p < .001).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침해 실태가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소비수준과 개인정보 침해실태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형

성되고 있었는데,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침해실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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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결과는 <표 5-8>에 제

시되어 있다. 표의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 대한 일반시민들

의 우려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불편

함을 느낀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강한 동의비율이 35.0%이고 약한

동의를 보인 비율이 38.9%로써, 73.9%가 이에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당혹스럽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30.5%가 강한 동의를 보 고, 35.6%가 약한 동의를 보여, 모두 66.1%가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될까 걱정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30.0%가

강한 동의를 나타냈고 34.7%가 약한 동의를 나타내 모두 64.7%가 이에

긍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반시민들의 상당수(대략 3명 중 2명 정도)가 기업

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편함과 당혹감, 두려

움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의

감정 역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

다. 우선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

각해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부당하게 수

집된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도 차이가 있

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의 침해실태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도 이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인구학적 변

인, 개인정보 피해경험, 개인정보 침해실태의 인식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

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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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

빈도(%)

구 분
정 말

그렇다

그 런

편이다

그 저

그렇다

안그런

편이다

전 혀

안그렇다
합

수집/불편함 367 (35.0) 408 (38.9) 226 (21.5) 42 (4.0) 7 (0.7) 1,050 (100.0)

이용/당혹함 320 (30.5) 374 (35.6) 284 (27.0) 58 (5.5) 14 (1.3) 1,050 (100.0)

사생활 노출/두려움 315 (30.0) 364 (34.7) 252 (24.0) 93 (8.9) 26 (2.5) 1,050 (100.0)

회귀모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 모형1, 개인정보 피해경험

및 개인정보 침해실태의 인식정도를 중심으로 한 모형2, 그리고 모형1과

모형2를 종합한 모형3의 세 가지로 구성하여 각 변인들의 효과를 측정하

고자 하 다.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앞에서 사용했

던 변인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소득의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

성에 대한 우려와 직선적인 관계보다는 “V”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득수준을 하층(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

중하층(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중상층(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상층(300만원 이상)의 네 집단으로 나눈 다음, 소득이 가장 낮은 하층을

준거로 나머지 소득집단을 각각 가변수로 만들어 회귀모형에 삽입하 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위

의 <표 5-8>의 세 문항의 응답점수를 합산하여 구성하 다. 각 문항은 5

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 으며, 새롭게 구성된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

려감을 더 많이 나타내도록 부호화하 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5-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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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향을 미치는 회귀모

형(비표준화 회귀계수)

변 인 모형1 모형2 모형3

남성

연령

교육수준

기혼자

소득수준(중하층)

소득수준(중상층)

소득수준(상층)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정보침해실태 인식정도

정보피해경험

-.20

.14

.50
***

-.20

-.40

-.50
*

.02

-.08
*

.05

-.83

-.08

-.33

-.18

.42
***

.68
***

-.18

.12

.26
**

-.06

-.56
**

-.52
*

-.20

-.02

-.07

-.88

-.23

-.37

-.14

.40
***

.58
***

상수

R
2

F값

사례수

11.27

.08

5.1
***

824

4.98

.27

154.0
***

824

5.07

.30

23.2
***

824

* : p < .05, ** : p < .01, *** : p < .001

표에 의하면, 회귀모형1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

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소득수준(중상

층), 소비수준 등이 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좀더 자세

히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중상층에 속하는 집단이

하층에 속하는 집단보다 개인정보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덜 우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

해가능성에 대해 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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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형2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정보 침해실태에 대한 인

식정도와 정보피해 경험은 모두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설명

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침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

람일수록 그 침해가능성을 더욱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침해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생활 침

해가능성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 중에서는

특히 개인정보 침해실태에 대한 인식정도가 ‘우려’를 설명하는 데 보다 설

명력이 뛰어났다.

마지막으로 통합모형의 결과를 검토하도록 하자. 이 모형 역시 통계적으

로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는

데는 교육수준, 소득(중하층, 중상층), 정보침해실태의 인식정도, 정보침해

피해경험 등이 유의미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에 의한 사생

활 침해가능성을 더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일수록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해 더욱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합모형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피해경험이나 개인정보 침해실태에 대한

인식정도가 ‘우려’의 정도에 미치는 향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즉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을 더 많이 우려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의 침해실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침해가

능성을 더욱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 모형2, 모형3의 설

명력(R
2
)의 변화과정을 보면, 모형2가 모형3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형1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에 대

한 우려를 설명하는 데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는 개인정보의 실태에 대

한 현실인식이나 피해경험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개인정보

의 상업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감정은 주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다 자신의 피해경험이 덧붙여지면서 증폭되는 것이

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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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석

일반시민들은 많은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들

을 수집하고 이를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며, 그것을 정보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들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개인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웹사이트 등에 제공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업이나 웹사이트의 입장에서

는 일반고객이나 네티즌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

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에 유리한 조건들을 구축하려 애쓸 것이다. 정보주체

의 입장에서도 정보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제공이라는 문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

동하려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이용자간의 관계

형성의 문제를 정보주체의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정보주체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과 학습이

론의 타당성을 검증해봄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정보제공 행위

가 발생하는 공간은 일상과 온라인으로 나누어지지만, 온라인에서의 이용

자들의 정보제공행위를 중심으로 이 쟁점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먼저 학습

이론의 입장부터 검토하기로 하자.

1 . 학습화된 행동으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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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행위를 절대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둘 간의 관계가 매우

접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문제에 관심이 높고, 정보시장에

서의 개인정보의 침해실태를 우려하며, 그러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양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저항하며, 자

신들에게 부여된 정보통제권을 행사하려 한다. 반면, 평소 정보보호 문제

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

들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웹사이트의 요구에 순응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

이 높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가설들의 타당성을 실증적인 수준에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1 ) 온라인에서의 정보제공 행위의 일상화

먼저 온라인 이용자들이 평소 자신의 정보제공 행위에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표 6-1>).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요구할 경우에 “항상 제공한다”는 사람이

13.7%, “보통은 제공하는 편이다”는 사람이 67.1%로, 80.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대개의 웹사이트

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 된다. 정보화가 심화됨으로

인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굳이 온라인에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일상

화되어 있다. 그 흔하다는 핸드폰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자신의 정보를 이동통신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결코 낯선 행동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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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것은 습관화된 행동처럼 반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화된 정보 제공행위는 분명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

겨주게 마련이다. <표 6-2>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습관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노출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노출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사람

이 18.4%, “우려하는 편이다”라는 사람이 55.1%로써, 모두 73.5%가 위험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인터넷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노출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7.1%에 불과했다. 이렇게 사

람들은 정보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정보제공 요구에 순응하

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셈이다.

<표 6-1>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의 습관

변 인 빈도 %

항상 제공한다

보통은 제공하는 편이다

보통은 제공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95

464

106

27

13.7

67.1

15.3

3.9

합 692 100.0

<표 6-2>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의 개인정보 노출가능성에 대한 우려

변 인 빈도 %

매우 우려한다

우려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우려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127

381

135

43

6

18.4

55.1

19.5

6.2

0.9

합 6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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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무관심

현행 법률에 의하면 웹사이트를 운 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제

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이

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우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개인정보 보호방침

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관심

변 인 빈도 %

항상 읽는다

읽는 편이다

읽지 않는 편이다

전혀 읽지 않는다

38

214

301

139

5.5

30.9

43.5

20.1

합 692 100.0

<표 6-3>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항상 읽는다는 사람은 5.5%,

읽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9%로, 모두 36.4%만이 이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63.6%가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읽는

일에 소극적이었으며, 5명 중 1명은 웹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명 중 2

명이 사생활보호의 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제5장의 분석결과와 대조를 이

루어 흥미롭다.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아서”로, 그 응답

비율은 49.5% 다. 그 다음으로는 “형식적이기 때문에”(27.9%), “읽는다고

자신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으므로”(12.0%),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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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9.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4>). 요컨대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개

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 보호

방침의 제시여부가 해당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선택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표 6-4>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읽지 않는 이유

변 인 빈도 %

귀찮아서

읽는다고 나의 선택이 달라질게 없으므로

형식적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기타

275

69

155

50

6

49.5

12.4

27.9

9.0

1.1

합 555 100.0

3 ) 온라인 이용자들의 정보관리 실태

현실의 정보시장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웹

사이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선

택적인 정보제공·회원가입, 정보철회, 개인정보 노출가능성이 적은 결제

방식의 선택 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표 6-5>를 보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서 신용카드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했던 적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2.9%, “많은 편이

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7%에 불과했다. 반면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의 비율은 절반이 넘는 55.7%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해

서 거짓정보로 회원에 가입한 경험을 보면, “매우 많다”가 3.9%, “많은 편

이다”가 7.7% 고, “적은 편이다”는 40.0%, “전혀 없다”는 48.4%로 집계되

고 있다. 거짓 정보 제공이라는 회피적 행동을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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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네티즌들의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메일 리스트로부터 자신의 명단삭제를 요구했던 경험을 보면, “매

우 많다”가 1.9%, “많은 편이다”가 9.4%이며, “적은 편이다”는 35.0%, “전

혀 없다”는 53.7%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사이트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거

나 회원가입을 포기한 경험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가 1.1%, “많은 편이

다”가 4.5% 고, “적은 편이다”는 27.2%, “전혀 없다”는 66.6%로 집계되었

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곧바로 자신의 정보를 철

회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때(그

것이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이러한 방어적 행동이 나타

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의 비율이 작은 것은 현실적으로 정보침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열 명중 아홉 명이 소위 ‘스팸메

일’을 수신한 경험이 있다는 앞의 결과로 미루어보면, 개인정보 침해가 심

각하지 않다는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문제는 특정의 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보통사람들로서

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결국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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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온라인에서의 정보제공과 관련한 방어적 행동양식

빈도(%)

구 분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전혀 없다 합

신용카드결제방식 거절 20 (2.9) 56 (8.1) 229 (33.3) 383 (55.7) 688 (100.0)

거짓정보의 제공 27 (3.9) 53 (7.7) 277 (40.0) 335 (48.4) 692 (100.0)

이메일리스트로부터

삭제요구
13 (1.9) 65 (9.4) 242 (35.0) 371 (53.7) 691 (100.0)

회원탈퇴/가입포기 12 (1.1) 31 (4.5) 188 (27.2) 461 (66.6) 692 (100.0)

습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태도는 피해경험(학습된 경험을 포함해서)

등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무차별적이고 무신경한 정

보제공행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경험은 다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화시킬 것이며, 그러한 우려는 자신의 정

보보호에 대한 방어적 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방어적 행동은 다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습관적 태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을 도식

화하면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정보제공에 대한 방어적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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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은 정보제공 행위의 습관, 개인정보 노출피해, 정보피해에

대한 우려, 정보침해 가능성에 대한 방어적 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준다. 습관적인 정보제공 행위는 스팸메일을 수신하는 정도와 관계

가 있다. 즉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순순히 응하는 경향

(습관적인 정보제공)이 있는 사람들이 스팸메일에 의한 피해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스팸메일의 수신정도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

려 간에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스팸

메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정보침해에 대한 우려

와 불안감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 침해경험이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

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침해에 대한 우려가 낮다. 그리고 개인정보

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와

관리 등의 방어적 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보침해 경험이 많을수록 방어적 행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결

국 정보제공 행위가 경험, 행동에 대한 긍정적 보상이나 부정적 결과 등에

의해 학습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4 ) 개인정보 관리유형

앞의 분석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제공의 습관과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이 두 변인을 조합하여 사람

들의 정보관리에 따른 행동유형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자. 앞의 개념구성을

정리한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정보관리 유형에는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

다. 즉 정보제공 성향은 높고, 그에 대한 통제성향은 낮은 ‘자유방임형,’ 정

보제공 성향과 통제성향이 모두 낮은 ‘무관심형,’ 정보제공 성향과 통제성

향이 모두 높은 ‘선택적 통제형,’ 정보제공 성향은 낮고 통제성향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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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통제형’의 네 가지이다.

<표 6-6>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실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를 제시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제공 성향은 높고 통제성향은 낮은

유형(자유방임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51.6%가 이 유형에 속하고 있었다. 즉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자기

의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 사후관리에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 통제형,’ 즉 정보제공 성

향과 정보통제 성향이 모두 높은 경우로서 그 비율은 29.7% 다. 정보제

공 성향과 통제성향이 모두 낮은 ‘무관심형’은 9.7% 고, 정보제공 성향은

낮고 통제성향은 높은 ‘철저한 통제형’의 비율은 9.0%로 집계되었다. 이러

한 결과에 바탕을 둘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자유방임형’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표 6-6> 정보관리 유형의 분포

변 인 빈도 %

자유방임형

선택적 통제형

무관심형

철저한 통제형

355

204

67

62

51.6

29.7

9.7

9.0

합 688 100.0

그렇다면 정보관리 유형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성향이

있는 것일까? 또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일까?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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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일까?

온라인상에서 정보제공 성향 및 통제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앞의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인터넷 경험이 연령과 학력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제공

행위는 인터넷 이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정

보제공에 따른 습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둘째로 인터넷에서의

활동 및 개인정보 침해실태에 대한 인식 역시 정보제공 혹은 통제성향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가입하

거나 정보검색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 상거래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활동량은 개인정보 제공행위

와 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의 이용시

간, 인터넷상의 지출액, 가입한 사이트 숫자,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

침에 대한 관심 등은 모두 정보주체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도 정보 제공행위나 통제행위를 제약할 여지가 있

다.

이러한 가정 하에 네 가지 정보관리 양식을 구분하는 요인들을 파악하

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관련변인들을 중심으로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 다. 독립변인으로 활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혼인상태, 소비수준, 직업 등이며, 인터

넷 활동 관련 변인들은 위에서 제시한 것을 사용하 다. 각 변인들은 앞에

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관심은

4점 척도로 측정하 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그 관심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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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부호화하 다. 개인정보 노출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5점 척도로 측

정하 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려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보관리 양식의 네 가지 유형을 판별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7>에 제시하 다. 이 결과를 보면, 세 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세 번째 함수는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

다. 제1함수의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는 .39이고, 제2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30으로 두 함수 모두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인 유의

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중심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집단간의

거리를 구해보면, 제1함수는 ‘무관심형’과 ‘선택적 통제형’ 및 ‘철저한 통제

형’을 구분하는 유의적인 판별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제2함수는 ‘자

유방임형’과 ‘철저한 통제형’을 구분하는 유의적 판별기능을 나타냈다.

이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제1함수의 결과에 따르면 ‘무

관심형’과 ‘선택적 통제형’ 혹은 ‘철저한 통제형’을 판별하는 중요한 변인은

가입한 사이트수, 인터넷 이용시간, 연령, 혼인상태(기혼)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입한 사이트수가 많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으며, 연령이 낮고,

미혼일수록 ‘선택적 통제형’이나 ‘철저한 통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가

입한 사이트수가 적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으며, 연령이 높고, 기혼일수

록 ‘무관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일수록 ‘선택적 통제형’이나 ‘철

저한 통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인터

넷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

었던 경험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4장의 분석에서 잘 드러났듯이,

인터넷 활동이 활발했던 사람들이 ID나 패스워드 도용피해, 스팸메일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자신의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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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각된다.

제2함수의 결과를 보면, 온라인 정보노출에 대한 우려가 ‘자유방임형’과

‘철저한 통제형’을 구분하는 데 유의미한 판별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강한 사람일수록 ‘철저한 통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

고, 정보노출에 대한 우려가 약한 사람일수록 ‘자유방임형’에 속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표 6-7> 정보관리유형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판별변인 함수1 함수2 함수3

가입한 사이트 수

인터넷 이용시간

연령

기혼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소비수준

온라인 정보노출의 우려

정보보호방침에 대한 관심

교육수준

직업 없음

소득수준

전문직

관리직

남성

.47
***

.27
***

-.27
***

-.08
***

.17
*

.10

-.06

.48

-.02

.15

.08

.04

.05

.03

.12

-.81

.38

.45

-.45

.16

.04

.03

.50
***

-.02

.22

.04

-.03

-.02

-.11

-.05

.37

-.12

.22

-.01

.67

.43

.24

.36

.13

-.65
***

.97

-.40

.41

.07

.35

집단중심치

자유방임형

선택적 통제형

무관심형

철저한 통제형

-.20

.48

-.86

.44

-.19

-.07

.51

.78

-.07

.12

.21

-.20

정준상관계수

Wilks의 람다

카이제곱

.39

.76

177.2
***

.30

.90

71.9
***

.12

.99

9.8

# : p < 0.1, * : p < .05, **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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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젊고 미혼일수록, 인터넷에 가입한 사이

트 수가 많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온라인 정보노

출에 대한 우려가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성

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활동이 정보통제 성향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마도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5 )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평소의

습관과 경험에 의해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앞의 분석에

따르면 50%가 넘는 네티즌들이 정보관리 유형에 있어 소위 ‘자유방임형’

에 속할 정도로 자신의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경향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은 인터넷 활동을 통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웹사이트

의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과정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비교

적 관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관대

함이 다시 자신들에게 ID나 패스워드의 도용, 스팸메일의 피해 등으로 회

귀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강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경험과 그에 대한 우려는 개인정보 제공

에 대한 방어적 행동양식을 강화함으로써 관대한 정보제공의 습관을 약화

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사람들의 정보제공 행위

가 어느 정도 학습화되어 있다는 견해는 설득력을 갖는다 하겠다.

2 .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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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행위가 된다. 그것은 정보제공으로 인한 비용,

즉 위험과 자신이 취하게 될 이익을 따져본 뒤에 결정된 합리적 행동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어떠한 조건들을 고려하는지 알아보기로 했

다. 이에 응답자들 중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1개라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정보 제공행위에 향을 미쳤던 요

인들을 탐색해보았다. 분석은 가장 최근에 가입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

다.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선택행위라는 주장의 타당

성을 입증하기 위해, 앞에서 검토한 변인들, 즉 명성, 이익, 공정성, 제도적

이해, 신뢰, 정보통제력, 피해경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두려움을 독립변인

으로 하고, 개인정보 제공의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연령과 교육수준이 인터넷 활동경험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통제변인으로 삼아 회귀모형에 추가하 다.

한편 회귀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하 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정보제공 행위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둘째 단계에서는 정보제공 행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추가하 다. 회귀분석을 두 단계로 나눈 것은 부정

적인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에 의해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의 효과가 상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6-8>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모

형1과 모형2 모두 개인정보 제공행위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적합했다. 우선 모형1의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명성과 웹사이트에 대

한 신뢰가 정보제공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의 명성과 정보제공의 정도는 긍정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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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었는데, 웹사이트의 명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 역시 정보제공의 정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신뢰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생각할 때, 웹사이트에 대한

명성이 웹사이트의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회원가입들로 하

여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 회

귀모형에는 회원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계약의 공정성, 제도적 이해,

정보통제 능력 등도 포함되었지만,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

지 않았다. 즉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

원가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계약의 공정성, 피해발생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나 자신의 정보통제능력이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의 명성

과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2의 결과를 보자. 모형2에는 정보제공의 긍정적 효과를 상

쇄할 수도 있는 부정적 요인들인 정보피해경험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

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모형 역시 정보제공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적합했다. 특히 웹사이트의 명성이 유효했고,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유의미한 수준에 근접했다. 모형1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사

실은 부정적 요인이 첨가되었을 때, 웹사이트의 명성이 정보제공에 미치는

효과는 별 향을 받지 않았으나, 웹사이트의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정도가

이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평소 기업과 웹사

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

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많은 신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모형2에는 개인정보 피해경험과 두려움도

포함되었지만 정보제공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는 별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온라인에서의 개인들의 정보제공행위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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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명성과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정도에 향을 받는 합리적 선택

행위라는 견해의 타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이 모형의 설명력

이 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

<표 6-8> 정보 제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표

변 인

모형1 모형2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연령

교육수준

명성

이익

공정성

제도적 이해

신뢰

정보통제력

피해경험

두려움

-.07

.04

.04
**

-.07

.03

-.03

.03
*

.04

-.01

.05

.14

-.02

.04

.00

.10

.01

-.02

.05

.04
**

-.09

.03

-.03

.02#

-.01

.05

-.02

-.00

.06

.16

-.03

.04

-.00

.09

-.00

.02

-.08

상수

R
2

F 값

사례수

1.77

.04

3.1
***

592

2.03

.05

2.8
**

592

# : p < 0.1, * : p < .05, ** : p < .01, *** : p < .001

3 . 두 설명방식의 비교

앞의 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보제공 행위는 평소의 습관에 향을 받

는다는 설명방식과 합리적으로 계산된 행위라는 설명방식이 모두 부정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설명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어떤 것이

좀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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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보제공의 합리적 선택모형과 학습모형의 설명력을 회귀분

석을 통해 비교해봤다. 합리적 선택모형은 웹사이트의 명성, 웹사이트의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도로 구성하 고, 학습모형은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성

향과 인터넷상의 정보통제성향의 두 변인으로 구성하 다. 다음으로 두 모

형을 합하여 통합모형을 구성한 뒤, 두 모형의 설명력을 서로 비교하 다.

종속변인은 합리적 선택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가입한 웹사

이트에 제공한 정보의 양이다.

<표 6-9>는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이다. 합리적 선택모형과 학습모형

모두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적 모

형에 의하면, 웹사이트의 명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웹사이트의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습모형에 따르면, 정보제공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웹사이트에 제

공한 정보가 더 많았으며, 정보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웹사이트에

제공한 정보 양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제공의 양

은 평소 그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하는 경험 및 습

관적 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6-9> 정보제공의 합리적 선택모형과 학습모형의 비교

변 인 합리적 선택모형 학습모형 통합모형

명성

신뢰

정보제공 성향

정보통제 성향

.05 ( .17)
***

.03 ( .09)
*

.29 ( .25)
***

-.04 (-.12)
**

.04 ( .15)
***

.01 ( .05)

.27 ( .24)
***

-.04 (-.12)
**

상수

R
2

F 값

사례수

1.78

.04

11.9
***

604

2.24

.09

29.0
***

604

1.45

.11

19.1
***

604

* : p < .05, **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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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합모형에서 차지하는 두 모형의 설명력 정도를 비교해보면, 학

습모형이 좀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리적 선택모형에다 학습모형을

더하면 설명력이 7%로 증가하지만, 학습모형에다 합리적 선택모형을 더하

면 그 설명력은 2%의 증가에 불과하다. 그리고 통합모형에서는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정보제공 성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웹사이트 이용자들

의 정보제공 행위가 합리적 선택모형보다는 학습모형에 의해 좀더 잘 설

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비록 합리적 선택모형의 전적으로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들의 온라인에서 행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그 사람의 평소

습관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제공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자신이 새로 가입하려는 웹사이트의 명성이나, 신뢰도, 이익,

공정성 등에 관계없이 평소의 경험과 습관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소 자신의 정보를 잘 관리하고 통제해왔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다른 조건(이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들

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에 인색한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웹사이트 명성은 습관적인 정보제공의 성향을 좀더 강화하거나, 정보제공

에 따르는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정보제공 행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다. 한편 통합모형에서는 합리적 선택모형에서

정보제공 행위에 향을 미치고 있었던 웹사이트의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

도’의 효과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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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들은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이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일반시민들은 기

업과 웹사이트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

음을 확인하 다. 개인 정보의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로 인한 사생

활 침해에 대해 우려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못하

고 있는 것 같았다. 현재의 정보시장에서의 일반시민과 기업과의 관계로

미루어봤을 때,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하

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 대한 고

삼(1998)의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설득력을 갖는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들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 법률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잘 읽고 불평등한 계약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관심이 없다. 개인정보 침

해사건들을 분석해보면, 법률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

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정보주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받

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그리하여 사

생활 침해의 우려를 느끼지 않으면서 정보화로 인한 온갖 종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 기관들은 보다 자유롭게 정보를 수

집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의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정보이용이 제한되어야 하기도 하고 확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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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문제는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정

보이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이 균형의 문제를 염두에 둘 때,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는 개인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이미 개인정보의 상업화

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가에 대

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

용할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

째,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모델이 적절하겠는가 하는 점

이다. 현재 국가에 의한 개입모델과 시장모델, 자율규제 모델, 그리고 시민

운동모델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현실적인 개인정보 보

호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전제적 조건들이다. 아래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의

견들을 중심으로 이 쟁점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1 절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쟁점들의 검토

1 .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상업화

제5장의 분석에서 ‘개인정보의 상업화’, 즉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이번에

는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즉 개인정

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반대한다면 왜 그렇고, 찬성한다면 또 왜 그런지

를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서 검토하려 한다. 아래에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

보를 이용한 마케팅(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사례를 예시하고,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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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 다.

1 ) 사례의 제시

어느 자동차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승용차의 품질평가단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벌렸다. 이 캠페인은 응모자 중 200명을 선정하여, 이 승용차를 무료로 대여해 주

고, 이들로부터 그 성능 및 품질을 검증받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15만 명이 응모

하 는데, 이 자동차회사는 응모신청서에 게재한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자사를

선전하기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 다.41)

2 ) 쟁점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마케팅의 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정보주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한 정보

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3 ) 분석결과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마케팅에 대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14.4%, ‘반대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39.9% 고,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1.7%,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

은 17.7%로 나타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수정(1998 : 41)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이다.42) 한편, 중립

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7.7%로 집계되었다.

41) 이 예문은 남수정(1998 : 66)의 조사에서 활용된 바 있다.

42) 남수정(1998)의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사결과와 직접적

인 비교는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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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태도

변 인 빈도 %

전적으로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중립

반대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14

175

291

419

151

1.3

17.7

27.7

39.9

14.4

합 1,050 100.0

이와 같은 마케팅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수집하

려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람들의 정보가 활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응답

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가 개인정보의 이차적 사용의 이유를 들어 데

이터베이스 마케팅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42.2%는 이

러한 정보수집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입장과 후자의 입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가 상

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입장은 이중적인데, 정보의 이차적 사용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까지 반

대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마

케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6.1%로 매우 낮

았다.

반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기업과 고객

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이 없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비자의 특성에 맞

는 개별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는 점으로써 그 비율이 33.5%로 나타났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제한을

가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사람은 13.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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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10.4%, 이를 제한하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5.4%로 집계되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 찬성하는 이

유로 ‘계약의 논리’와 ‘편의성’의 논리가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

약의 논리’를 내세워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품질평가단의 모집에 응모

한 것은 자동차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도 좋다는 암묵적 동의가 전

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해’를 근거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활

용이 기업은 물론 (잠재적)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본다.

<표 7-2>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반대하는 이유

변 인 빈도 %

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331

275

40

5

50.8

42.2

6.2

0.8

합 651 100.0

<표 7-3>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찬성하는 이유

변 인 빈도 %

제한하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기타

14

34

87

93

27

5

5.4

13.1

33.4

35.8

10.4

1.9

합 2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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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마케팅에 대한 상이한 담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것은 크게

‘계약’의 축과 ‘이해'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두 가지 축은 개인정

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에 향을 미친다. 계약의

축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선 그러한 계약 속에 고객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가능성이 전제되었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해의 축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입

장은 그러한 마케팅이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입

장은 고객에게 불이익(사생활 침해)을 야기할 것으로 본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계약위반이라는 입

장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31.5%, 계약체결이라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의견

이 8.9%, 소비자의 불이익(사생활 침해)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26.2%,

소비자의 이익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이 8.3% 포진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서로 다른 담론구조를 지배하는 집단

들은 누구일까? 우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반대하는 집단과 찬성하는

집단의 특성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표 7-4>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독

립변인으로 하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

귀분석의 결과이다. 연령의 경우에는 선형적인 관계보다 곡선적인 관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20대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30대, 40대, 50대의 가변수

를 구성한 뒤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종속변인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5

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찬성하

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부호화하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30대),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이 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령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결과, 3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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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가 정반대의 태도를 취

하고 있는 현상이 흥미롭다. 교육수준 역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태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마케팅 방식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혼인상태에 따

라서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태도가 달랐는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좀더 우호적이었다. 반면 성, 소득, 소비수준, 직업 등은 이러한 태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표 7-4>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찬반태도에 대한 회귀분석표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남성

30대

40대

50대

교육수준

소득

기혼자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00

.29
*

.15

.11

-.13
***

-.01

.18
*

.02

-.26

.11

-.01

.14

-.01

.00

.14

.07

.05

-.15

-.01

.09

.05

-.09

.03

-.01

.06

-.00

상수

R
2

F 값

사례수

2.55

.05

4.5
***

1,023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찬반 이유 역시 극명한 대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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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의 사람들이 계약적 관점에서 찬성 혹은 반

대를 하는지, 이해의 관점에서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를 개진하는지, 아니

면 그밖에 다른 이유에서 찬반의 태도를 표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7-5>는 남녀별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지

알아본 것이다. 남자는 그러한 마케팅이 정보의 이차적 사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고, 여자는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좀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유에

서 반대하는 의견은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많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

는 정도는 아니었다.

<표 7-5> 남녀별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반대하는 이유

빈도(%)

구 분 남자 여자

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

과소비를 조장

기타

182 (55.5)

127 (38.7)

15 (4.6)

4 (1.2)

149 (46.1)

148 (45.8)

25 (7.7)

1 (0.3)

합 328(100.0) 323(100.0)

χ
2
= 9.2, d.f. = 3, p < 0.05

연령별로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반대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7-6>). 특히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과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

생활 침해라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반

대하는 입장은 40-50대에 비해 20-30대가 강하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마케

팅이 과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

가하고 있다.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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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은 50대가 약하고 20대-40대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7-6> 연령별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반대하는 이유

빈도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

과소비를 조장

기타

109 (51.9)

97 (46.2)

4 (1.9)

0 (0.0)

101 (50.5)

91 (45.5)

6 (3.0)

2 (1.0)

79 (56.0)

50 (35.5)

11 (7.8)

1 (0.7)

42 (42.0)

37 (37.0)

19 (19.0)

2 (2.0)

합 210(100.0) 200(100.0) 141(100.0) 100(100.0)

χ
2
= 46.4, d.f. = 9, p < 0.001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표

7-7>), 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중

학이하가 가장 낮았고 전문대학이 가장 높았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소

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대학원 학력

집단이 가장 강했고,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과소비를 조장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들었다.

<표 7-7> 교육수준별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반대하는 이유

빈도 (%)

구 분 중학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

과소비를 조장

기타

8 (30.8)

11 (42.3)

7 (26.9)

0 (0.0)

97 (49.7)

79 (40.5)

17 (8.7)

2 (1.0)

46 (54.1)

35 (41.2)

4 (4.7)

0 (0.0)

166 (52.5)

136 (43.0)

11 (3.5)

3 (0.9)

14 (48.3)

14 (48.3)

1 (3.4)

0 (0.0)

합 26(100.0) 195(100.0) 85(100.0) 316(100.0) 29(100.0)

χ
2
= 29.0, d.f. = 1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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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가 미혼인가에 따라서도 반대이유가 달랐는데(<표 7-8>), 기혼자

집단은 미혼자 집단에 비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하다면,

미혼자 집단은 기혼자 집단에 비해 정보의 이차적 사용을 이유로 반대한

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했다. 한편, 소득수준, 소비수준, 직업 등은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을 반대하는 이유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표 7-8> 혼인상태별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반대하는 이유

빈도(%)

구 분 기혼 미혼

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

과소비를 조장

기타

192 (48.5)

167 (42.2)

35 (8.8)

2 (0.5)

139 (54.5)

108 (42.4)

5 (2.0)

3 (1.3)

합 396(100.0) 255(100.0)

χ
2
= 14.0, d.f. = 3, p < 0.01

이처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반대하는 의견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

히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

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생활 침해의 이유를 들어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근본주의적 입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여성, 젊은 층,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무제한적인 상업적 활용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에

찬성하는 이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미했고, 성, 연령, 소득, 소비수준, 직업에

따라서는 특징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7-9>는 교육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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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교육수

준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대학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 는데,

중학교 이하와 대학원 학력집단의 찬성비율이 너무 작고, 중학이하는 고등

학교 집단과 대학원은 대학교 집단과 유사한 응답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각각 고등학교 집단과 대학교 집단에 포함시켜 분석하 다. 표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집단과 전문대학 학력집단간의 차이가 대조

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제한하면 국가경제나 기업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등학교 이하

의 학력집단이 가장 많고 전문대학 집단이 가장 낮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없

다는 의견 또한 고등학교 학력집단이 가장 많고 전문대학 학력집단이 가

장 낮다. 반면 기업과 소비자의 계약에 의한 정보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문대학 집단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학력집단

이 가장 낮다.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학교 이상

의 학력집단은 고등학교 이하와 전문대학 학력집단의 중간적인 태도를 지

향하고 있었다.

<표 7-9> 교육수준별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찬성하는 이유

빈도(%)

구 분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대학교 이상

제한은 경제와 기업활동 위축함

소비자가 쉽게 상품정보를 입수

계약관계

기타

29 (22.5)

46 (35.7)

31 (24.0)

23 (17.8)

3 (8.8)

11 (32.4)

19 (55.9)

1 (2.9)

16 (16.5)

30 (30.9)

43 (44.3)

8 (8.2)

합 129(100.0) 34(100.0) 97(100.0)

χ
2
= 21.1, d.f. = 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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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보보호와 관련한 시사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은 정보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정보화와 정보의 상업화가 개인들의 사생

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사람들은 충분히 인식한다. 하지만 그 흐

름은 이미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기업의 이익간의 균형의 문제는 결국 계약의 문제로 이행한다. 앞

의 예시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검토해보면, 사람들이 정보의 상업화

자체를 부정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여기서의 쟁점은 기업이 정보제공

과 관련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 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법률은 개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들로부터 동

의를 구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원래의 목

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이미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

보주체로 하여금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견

이러한 조치들은 계약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들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보수집자들이 개인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정보제

공과 관련한 현재의 관행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이다.

회원제로 운 되는 웹사이트나 백화점 고객회원 등의 예에서 알 수 있

듯이, 대개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고객회원

으로서의 특혜를 누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상생

활이 인터넷 등에 의해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것을 등지고 살아가기

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시민들은 비록 비자발적인 동의상황이긴 하지

만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보화의 이익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기회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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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들은 웹사이트나 신용카드, 백화점 고객회원 가입 시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도 공유될 수 있음을 종종 발견한다. 사람들은 웹사이트

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정보를 제3자와 제휴할 수 있음이 명시된 약관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들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이트인지, 정보이용에

대해 신뢰할만한지 보통의 사람들로선 잘 알 수 없다. 잘 알지 못하는 내

용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보통사람들의 처지이다. 정보의 일

차적 수집과 이차적 이용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기업이나 웹사이트는 한번의 동의절차로써 이 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정보는 제공하겠지만 다른 기업과의 정보공유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 정보철회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제공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정보주체에게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자신에게 관한 모든 정보기록

이 삭제되는지 아니면 광고발송용 이메일 목록에서만 삭제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80년도에 제정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

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에는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과

개인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다.43) 공

개의 원칙이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처리장치의 설치·활용과 관

련정책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한 이용목적, 정보관리자를 식별하고, 그 주소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인참여의 원칙이란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

43) 한국어로 번역된 “지침”은 ‘프라이버시보호시민행동’의 홈페이지

(http://www.privacy.or.kr)에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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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에 의하

여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말한다. 현행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이용자의 권리” 항

목에는 이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

이 이용자들로부터 정보의 철회를 요구받았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개의 원칙과 개인참여의 원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

고 이용하는 조직과 기관이 개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신의 정보가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

보를 공유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은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신뢰할만한 조직

혹은 기관들인지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개인이 요청

이 있을 때에는 물론이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시에 이를 명확히 밝

히는 일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철회를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명문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그 정보가 결코 다시 사용되거

나 다른 조직 등에 제공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정보제공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락할 경우 어

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

을 알리고, 정보주체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관행화 되고 있는 약관의 포괄적 내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절차는 시

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항목마다 동의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될

개인정보의 선택권이 고객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을 구분한 뒤, 선택항목의 공개여부를 고객이 정하도록 하고, 기업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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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의 법률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생활 보호라는 이율배반

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 한다. 법률은 이 역설적 목표를 개인과 정보

수집자간의 자발적인 계약의 문제로써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

제가 있다. 그것은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계약의 공정성은 개

인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은

계약조건은 비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참여의 원칙

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보주체로 하

여금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데서 시작되어

야 한다. 설령 그러한 조치가 개인정보의 상업화와 자유로운 유통에 장애

가 되더라도 정보주체의 참여가 배제된 상업화와 정보의 유통은 금지되어

야 마땅하다. 그것은 사생활보호라는 또 다른 목표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

을 뿐이다.

2 .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제2장의 개인정보 개념을 다루는 부분에서 ‘개인정보’ 개념을 둘러싼 다

양한 견해들이 소개된 바 있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라고 정의하 다. 이

러한 정의방식은 Prosser 교수가 프라이버시 개념을 다루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의 프라이버시 개념 속에는 개인주체(육체), 주체가 몸담고 있는

공간, 주체의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개인적·사회적 사실(행위, 업적, 기

록 등), 속성 혹은 성향,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귀속적 지위, 성취적 지

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소통행위(통신) 등이 포괄되어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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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개념을 형성하는 각각의 구성요

소에 대한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적 사실이 아니

라 그 사실에 대한 지식 혹은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속성이나

성향은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는 특정 개

인을 구성하는 사실과 속성 등에 대한 표현(representat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사람마다 동일한 무게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개인에 따라서는 미묘하게 반응하는 개인정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의

정보가 있다. 그러한 차이는 문화와 문화 사이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

정보가 무엇이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 자신에 관한 사실이나 판

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들(discourses) 간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개

인정보의 보호의 전략을 수립하는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사람들이 노출되

기를 꺼려하는 정보유형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

해 갖는 ‘개념적 이미지’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자.

1 ) 제공 가능한 정보유형과 제공하기 어려운 정보유형

제공 가능한 정보와 제공하기 어려운 정보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

보를 개인신상에 관한 것, 가족에 관한 것, 직업에 관한 것, 자산 혹은 부

채에 관한 것, 의료 혹은 신체적 특성 등에 관한 것, 취미 및 기호에 관한

것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 다.

가. 개인신상 정보

우선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유형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신상 정

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

인상태 등이 있다. 순서대로 제공여부와 그 정도를 알아보자. 성명의 경우

2 6 2



제7장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쟁점과 정보보호 전략

에는 ‘항상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34.3%,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50.9%로, 85.2%가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

는 ‘항상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13.6%,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37.5%로, 절반가량인 51.1%가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주소의

경우에는 ‘항상 제공하겠다’는 비율이 14.6%이고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비

율이 47.2%로 나타나, 모두 61.8%가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

다. 전화번호를 보면, ‘항상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15.1%, ‘보통은 제공하겠

다’는 응답이 41.5%로써, 모두 56.6%가 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항상 제공하겠다’는 경우가 34.3%, ‘보통은 제공하

겠다’는 경우가 54.2%로, 총 88.5%가 제공할 의사를 나타냈다. 출신지역의

경우에는 ‘항상 제공하겠다’는 대답이 24.1%,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대답

이 52.3%로써 모두 76.4%가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다. 출신학교

의 경우를 보면, ‘항상 제공하겠다’는 비율이 19.5%,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비율이 49.3%로, 총 68.8%가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에 대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겠다’는

사람은 29.3% 고,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사람은 54.1% 다. 83.4%가 혼

인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면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시된 8개 항목의 개인 신상 정보들은 모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보

다 제공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이름, 혼인상태

등은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들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등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앞의 유형들보다는 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후자의 정보들은 개인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

는 유형들이기 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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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0> 개인신상 정보에 대한 태도

빈도(%)

구 분 항상 제공 보통 제공 보통 거부 항상 거부 합

성명 360 (34.3) 534 (50.9) 118 (11.2) 37 (3.5) 1,049 (100.0)

주민등록번호 143 (13.6) 393 (37.5) 399 (38.0) 114 (10.9) 1,049 (100.0)

주소 153 (14.6) 495 (47.2) 328 (31.3) 73 (7.0) 1,049 (100.0)

전화번호 158 (15.1) 435 (41.5) 362 (34.5) 94 (9.0) 1,049 (100.0)

성별 359 (34.3) 567 (54.2) 84 (8.0) 37 (3.5) 1,047 (100.0)

출신지역 253 (24.1) 549 (52.3) 188 (17.9) 59 (5.6) 1,049 (100.0)

출신학교 205 (19.5) 517 (49.3) 257 (24.5) 70 (6.7) 1,049 (100.0)

혼인상태 307 (29.3) 568 (54.1) 129 (12.3) 45 (4.3) 1,049 (100.0)

한편, 동일한 인적 사항의 정보일지라도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

라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소비수준별로 개인 신상정보의 제공여부를 측정한

결과, 성,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좀더 자세

히 설명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에 민감했는데,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정보 등에서의 차이가 뚜

렷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수

준이 높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출신지역, 출신학교에 관한 사항

들은 직업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종사자

들이 전문직, 판매서비스직에 비해 이러한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강

했다. 이러한 직업별 차이는 한국사회에서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종에서의

고용기회가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에 다소 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적 경

험이 반 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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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정보

<표 7-11>은 가족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한 것이다. 가족

정보로는 부모의 인적사항, 배우자의 인적사항, 자녀의 인적사항, 형제자매

의 인적사항이 고려되었다. 먼저 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항

상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14.3%, ‘보통은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50.1%로 모

두 64.4%가 제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보

면, ‘항상 거부하겠다’는 경우가 15.2%, ‘보통은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51.2%로써, 66.4%가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대답하 다. 자녀의 인적사항

을 보면, ‘항상 거부하겠다’는 비율이 15.8%, ‘보통은 거부하겠다’는 비율이

51.3% 다. 모두 67.1%가 자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마

지막으로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은 16.6%가 ‘항상 제공할 수 없다’고 응답했

고, 53.3%는 ‘보통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모두 69.9%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응답자들은 가족에 관한 정보

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략 3명 중 2명은 가족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형제자매와 관련

된 정보, 자녀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거부의사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표 7-11> 가족정보에 대한 태도

빈도(%)

구 분 항상 제공 보통 제공 보통 거부 항상 거부 합

부모의 인적사항 73 (7.0) 300 (28.6) 525 (50.1) 150 (14.3) 1,048 (100.0)

배우자의 인적사항 56 (5.4) 295 (28.2) 535 (51.2) 159 (15.2) 1,045 (100.0)

자녀의 인적사항 60 (5.7) 284 (27.2) 536 (51.3) 165 (15.8) 1,045 (100.0)

형제자매의 인적사항 49 (4.7) 266 (25.4) 558 (53.3) 174 (16.6) 1,0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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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가족정보에 대

한 태도를 파악해본 결과, 교육수준, 소득, 혼인상태, 직업 등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정보의 제공에 대

한 거부감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정보에 대

해 민감한 반응을 보 는데, 특히 부모에 대한 정보와 형제자매에 대한 정

보 제공에 있어 거부감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

해 부모에 관한 정보, 배우자에 관한 정보, 자녀에 관한 정보 제공에 부정

적인 태도가 강했다. 직업별 차이도 존재했는데,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들

이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관리직 종사자들에 비해 가족정보의 제공에 더

욱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 직업관련 정보

직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 명,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직위, 과거 직장에 대한 정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를 보면, 직장명의 경우 ‘항상 제공하겠

다’는 응답이 16.0%,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58.9%로, 모두 74.9%가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주소의 경우를 보면, ‘항상 제

공하겠다’는 비율이 13.2%,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비율이 46.4%로써, 모두

59.6%가 이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직장의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항

상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12.0%,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42.1%로 나

타나, 54.1%가 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직장 내 직위

에 대한 정보는 11.6%가 항상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고, 47.9%는

보통은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해, 모두 59.5%가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 과거 직장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는 17.0%가 항상 거부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46.4%가 보통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모두 63.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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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59.0%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 는

데, 이중 10.7%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직장경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

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정보제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현재의 직장과 관련된 정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관

련된 정보들은 제공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았다.

<표 7-12> 직업 관련 정보에 대한 태도

빈도(%)

구 분 항상 제공 보통 제공 보통 거부 항상 거부 합

직장 명 167 (16.0) 617 (58.9) 211 (20.2) 52 (5.0) 1,047 (100.0)

직장 주소 138 (13.2) 486 (46.4) 358 (34.2) 66 (6.3) 1,048 (100.0)

직장 전화번호 126 (12.0) 441 (42.1) 391 (37.3) 90 (8.6) 1,048 (100.0)

직위 121 (11.6) 502 (47.9) 345 (33.0) 79 (7.5) 1,047 (100.0)

과거 직장에 대한 정보 63 (6.0) 320 (30.6) 486 (46.4) 178 (17.0) 1,049 (100.0)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정보 112 (10.7) 506 (48.3) 271 (25.9) 158 (15.1) 1,047 (100.0)

한편,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직장관련

정보에 대한 태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교육수준, 소득,

직업에 따라 그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관련 정

보제공에 보다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 명, 직

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위에 대한 정보제공에 보다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과거직장 경력이나 자격증에 대한 정보제공에는 남녀별로 태도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부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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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직장전화번호나 과거의 직업경력에 대해 특히 부정적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그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층이 직업관련 정보의 제공에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 고, 소득수

준이 중간층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 다. 현재의 직업과 관련해서

는 전문직과 사무직이 직장관련 정보제공에 보다 부정적이었다.

라. 자산 및 부채 정보

일반적으로 자신 혹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 부채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조사와 관련하여 제일 파

악하기 힘든 내용 중의 하나가 소득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은

<표 7-13>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자산 혹은 부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은행잔고의 제공여부를 보면, ‘항상 거부하겠다’는 응답비율이 37.5%,

‘보통은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51.6%로 나타나, 모두 89.1%가 거부의사를

내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현황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

슷한데, ‘항상 거부하겠다’는 사람이 39.6%, ‘보통은 거부하겠다’는 사람이

51.0%로, 90.6%가 부채관련 정보제공에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의 경우, 37.7%가 ‘항상 거부하겠다’고 응답했

으며, 48.2%가 ‘보통은 거부하겠다’고 응답해, 모두 85.9%가 정보를 제공하

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제공의 경우, 20.1%가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냈고, 38.3%가 약한 거부의사

를 나타내, 총 58.4%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주식, 채권,

유가증권 등의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모두 87.2%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 중 35.8%는 특히 강한 거부의사를 보 다. 부동산 정보의 경우

34.2%가 ‘항상 거부하겠다’고 했고, 50.8%는 ‘보통은 거부하겠다’고 응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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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월 소득의 경우에는 26.2%

가 ‘항상 거부하겠다’고 응답했고, 44.9%는 ‘보통은 거부하겠다’고 응답했

다. 모두 71.1%가 월 소득의 공개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요약해보면, 차량관련 정보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85%가 넘는 사람들이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

다.

<표 7-13> 자산 및 부채 정보의 유형별 제공 난이도

빈도(%)

구 분 항상 제공 보통 제공 보통 거부 항상 거부 합

은행잔고 19 (1.8) 95 (9.1) 541 (51.6) 393 (37.5) 1,048 (100.0)

부채현황 15 (1.4) 83 (7.9) 534 (51.0) 415 (39.6) 1,047 (100.0)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 22 (2.1) 125 (11.9) 505 (48.2) 395 (37.7) 1,047 (100.0)

소유차량에 대한 정보 52 (5.0) 383 (36.6) 401 (38.3) 210 (20.1) 1,046 (100.0)

주식, 채권, 유가증권 정보 11 (1.1) 123 (11.8) 538 (51.4) 374 (35.8) 1,046 (100.0)

부동산 정보 22 (2.1) 136 (13.0) 532 (50.8) 358 (34.2) 1,048 (100.0)

월 소득 21 (2.0) 281 (26.8) 471 (44.9) 275 (26.2) 1,048 (100.0)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산 및 부채 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에 따라 차이를 보 다. 특히 성별, 교육수준, 직업

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자산 및

부채관련 정보제공에 부정적이었는데, 은행잔고, 신용카드 정보, 소유차량

정보, 주식, 채권, 유가증권 정보, 월 소득 등에 대한 태도차이가 두드러졌

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및 부채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이었다. 특히 은행잔고, 부채현황, 신용카드, 주식, 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정보 등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했고, 소유차량정보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다. 직업에 따라서도 그 태도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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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는데, 전문직과 사무직이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관리직 종사자들에 비해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에 더욱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마. 의료 및 생리적 정보

자신의 의료기록과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60.7%가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14.4%는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가족의

질병력의 경우, 70.7%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

히 21.2%는 ‘항상 거부하겠다’고 응답했다. 신체장애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경우, 24.0%가 강한 거부를 나타냈고, 44.8%가 약한 거부를 나타내, 모두

68.8%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 다. 전반적으로 본인 혹은 가족의 의

료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 7-14> 의료 및 생리적 정보의 유형별 제공 난이도

빈도(%)

구 분 항상 제공 보통 제공 보통 거부 항상 거부 합

의료기록 77 (7.4) 334 (31.9) 485 (46.3) 151 (14.4) 1,047 (100.0)

가족병력(病歷) 58 (5.5) 249 (23.8) 518 (49.5) 222 (21.2) 1,047 (100.0)

신체장애 66 (6.3) 261 (24.9) 470 (44.8) 251 (24.0) 1,048 (100.0)

혈액형 205 (19.6) 606 (58.0) 160 (15.3) 74 (7.1) 1,045 (100.0)

키 192 (18.3) 569 (54.3) 204 (19.5) 83 (7.9) 1,048 (100.0)

몸무게 165 (15.7) 506 (48.3) 265 (25.3) 112 (10.7) 1,048 (100.0)

이에 반해 자신의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는 우호적인 태도가 강했다. 혈액형의 경우 19.6%가 ‘항상 제공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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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했고, 58.0%는 ‘보통은 제공하겠다’고 응답해, 77.6%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키의 경우, 72.6%가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

그중 18.3%는 ‘항상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몸무게의 경우에는

64.0%가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15.7%는 ‘항상 제공

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키에 대한 정보보다는 몸무게의 정보제공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흥미롭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의료 및 신체적 생리

적 정보제공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 더니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

히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혼인상태, 직업에 따라 상이한 태도를 보이

고 있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생리적 정보

(키, 몸무게, 혈액형 등)에 대해 보다 민감했는데, 몸무게에 대해 특히 부

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몸무게에 대한 사회적 통

념을 반 하는 결과여서 흥미롭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키나

몸무게의 공개에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보

면,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및 가족의 의료기록 제공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

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생리적 정보의 공

개에 대해서도 보다 소극적이었다. 소득에 따라서도 태도가 달랐다. 소득

수준을 네 가지 계층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 나머지

소득계층보다 자신과 가족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미혼이 기혼에 비해 가족병력이나 신체장애와 같

은 정보제공에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직과 사무직은

나머지 다른 유형의 직업종사자들에 비해 의료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키,

몸무게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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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취미 및 기호 정보

마지막으로 취미나 취향, 기호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

자. 기업의 입장에서 특별한 취미나 기호는 판매전략을 특화시키는 데 유

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멜로드라마를 즐겨보는 고객에게

는 같은 장르의 새로운 비디오가 출시될 경우 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전

화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비디오 대여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백화

점에서는 고객의 취향별로 특화된 매장을 운 함으로써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다. 즉 기업들은 고객의 관심분야를 특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더 많

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소비자들의 취미나 취향,

기호 등을 탐색하려 한다.

<표 7-15>를 통해 비디오 대여기록의 제공여부를 보면, ‘항상 제공하겠

다’고 응답한 사람이 11.4%, ‘보통은 제공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4.0%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55.4%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

로 집계되었다. 성생활이나 성적인 취향의 경우, ‘항상 거부하겠다’는 대답

이 38.3%, ‘보통은 거부하겠다’는 대답이 45.7%로써, 모두 84%의 응답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다. 정기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정보

와 관련해서 봤을 때, ‘항상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17.4%이고 ‘보통은 제공

하겠다’는 응답이 57.8%로 나타나, 모두 75.2%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

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백화점 구매정보의 경우 ‘항상 제공하겠다’

는 응답비율이 12.1%, ‘보통은 제공하겠다’는 응답비율이 45.6%로 조사되

었다. 57.7%가 백화점 구매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정보제공 의사를 보면, 26.2%가 ‘항상 제공하겠다’

고 했으며, 56.8%는 ‘보통은 제공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좋아하는 TV 프

로그램 정보와 관련해서는 83.4%가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중 26.8%는 ‘항상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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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5> 취미 및 기호 정보에 대한 태도

빈도(%)

구 분 항상 제공 보통 제공 보통 거부 항상 거부 합

비디오 대여기록 120 (11.4) 462 (44.0) 348 (33.2) 119 (11.3) 1,049 (100.0)

성생활, 성적 취향 21 (2.0) 147 (14.0) 479 (45.7) 402 (38.3) 1,049 (100.0)

정기 구독하는 신문, 잡지 182 (17.4) 606 (57.8) 179 (17.1) 81 (7.7) 1,048 (100.0)

백화점 구매정보 126 (12.1) 477 (45.6) 338 (32.3) 104 (10.0) 1,045 (100.0)

좋아하는 음식 274 (26.2) 595 (56.8) 119 (11.4) 59 (5.6) 1,047 (100.0)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81 (26.8) 593 (56.6) 112 (10.7) 62 (5.9) 1,048 (100.0)

요약해보면, 성생활이나 성적취향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거부감

이 강했으나, 그밖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TV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서는 응답자의 80%가 넘는 대다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한편

비디오 대여기록이나 백화점 구매정보의 내용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많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비디오 대

여기록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가 상이한 점은 흥미로운 결

과이다. 사실 TV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다. 하지만 비디오의 경우에는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다

양한 장르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디오의 선택이 TV 프로그

램의 선택보다 훨씬 더 사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성격

이 강한 정보일수록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한편,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취향과 기

호에 관한 정보 제공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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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좋아하는 음식이나 TV 프

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좋아하는 신문·잡지, 백화점 구매정보, 좋아하는 음식·TV 프로

그램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사. 종합분석

앞의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들 중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공개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유형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각

기 다른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표 7-16>은 앞에서 검토한 개인정보 유형들의 제공여부를 4점 척도로

측정한 뒤, 그 평균값의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결과이다. 평균값이 클수록

정보제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표에 의하면, 가장 공개하기

쉬운 정보유형은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명, 혼인상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순서 다. 반면 가장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정보는 부채 으며, 은행잔고, 신용카드 정보, 주식·채권·유가

증권 정보, 성적 취향, 부동산 정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비디오

대여기록, 자격증 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공 가능성과 거부 가능성의 경

계에 있는 정보 유형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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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6> 개인정보 유형별 공개가능성 순위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성별 3.19 0.73 20 자격증 정보 2.55 0.87

2 성명 3.16 0.76 21 주민등록번호 2.54 0.86

3 혼인상태 3.08 0.76 22 의료기록 2.32 0.81

4 좋아하는 음식 3.04 0.77 23 부모 인적사항 2.28 0.79

5 좋아하는 TV 프로 3.04 0.78 24 과거 직장정보 2.26 0.81

6 출신지역 2.95 0.80 25 소유차량 정보 2.26 0.83

7 혈액형 2.90 0.79 26 배우자 인적사항 2.24 0.77

8 직장 명 2.86 0.74 27 자녀 인적사항 2.23 0.78

9 구독하는 신문잡지 2.85 0.79 28 형제 인적사항 2.18 0.76

10 키 2.83 0.82 29 가족 질병기록 2.14 0.81

11 출신학교 2.82 0.82 30 신체장애 사실 2.14 0.81

12 몸무게 2.69 0.86 31 월 수입 2.05 0.78

13 주소 2.69 0.80 32 부동산 정보 1.83 0.73

14 직장주소 2.66 0.78 33 성적 취향 1.80 0.75

15 직위 2.64 0.78 34 주식 정보 1.78 0.69

16 집 전화번호 2.63 0.85 35 신용카드 정보 1.78 0.73

17 백화점 구매정보 2.60 0.83 36 은행잔고 1.75 0.69

18 직장 전화번호 2.58 0.81 37 부채현황 1.71 0.67

19 비디오 대여기록 2.56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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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공개가능한 정보 유형의 순위도

1점에서 4점까지 분포를 보이는 척도의 평균값인 2.5점을 기준으로 분류

해보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정보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정보들은 가장 공개될 수 없는 유형

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적 취향, 가족의 질병력이나 본인의 신체장

애와 같은 의료정보, 가족관련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시민들은

재산정보, 성생활, 질병정보, 가족정보 등을 노출되었을 때 가장 사생활 침

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공하기 용이한 정보유형들을 순서대로 보면, 성별,

성명, 혼인상태와 같은 개인 신상정보, 기호식품이나 TV 프로그램, 생리적

신체적 정보, 거주지 관련정보, 직장관련 정보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

로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된 정보들은 이미 외부에 알려져 있

거나 공개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가장 쉽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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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와 더불어 개

인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별 거부감을 갖

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름,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형성된 태도가 아닐

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에 따른 차이를 정리하도록 하

자. 앞의 분석에서 보면, 정보제공 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효과는 어떠한 정보유형인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

다. 하지만 성,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은 정보유형에 상관없이 반복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변인들이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특성을 보유한 사람들

의 경우 개인정보의 유형이 무엇이든 관계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제공행

위’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에 앞에서 제시된 37

개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합산하여 ‘개인정보의 허용

도’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한 뒤,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로

하 다.

독립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다. 하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며,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변인들이다. 개인정보의 허용도는 사

회인구학적 특성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문

제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과 태도, 경험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변인들로서는 기업지향적 정보수집에

대한 인식정도, 정보침해에 대한 우려, 정보침해 경험 등을 개인정보와 관

련된 독립변인들로 상정하 다. 각각의 변인들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앞

에서 언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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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7> 개인정보 허용도에 대한 회귀모형(비표준화 회귀계수)

변 인 인터넷을 하는 사람모형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모형

남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기혼

소비수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직업 없음

기업지향적 정보수집 인식정도

정보침해에 대한 우려

정보침해의 경험

3.30
*

.98

-1.69

-2.11
**

.22

.70
*

-6.59

-3.52

-9.26
*

-4.83

-6.69
*

-.70

-1.10
***

1.90

.06

1.77

-1.24

.97

-3.93

-.32

-3.40

-3.55

-3.57

-.00

-3.46

-.82

-.83
*

2.12

상수

R
2

F값

사례수

117.35

.11

5.4
***

617

109.02

.06

6.8

302

* : p < .05, ** : p < .01, *** : p < .001

개인정보 허용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집단을 나누어 각각 동일한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는 <표 7-17>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집단에 대한 모형만이 통계적

으로 적합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성, 소득수준, 소비수준, 직업(사무직,

직업이 없는 집단), 정보침해에 대한 두려움 등이 개인정보 허용도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

는 일에 좀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정보허용도간에는 부정

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허용도는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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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비수준과 정보허용도간에는 긍정적인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허용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개인정보 허용도를 설명하는 데 정반

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점이 흥미롭다. 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나 직업이

없는 집단은 생산직 종사자들에 비해 정보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정보 허용도를 설명하는 데 적합했다. 이

둘 간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는데, 정보침해에 대한 우려가 강할수

록 개인정보 허용도는 낮았다. 한편 이 회귀모형에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기업지향적 정보수집에 대한 인식정도, 정보피해경험 등도 포함되었

으나, 개인정보 허용도를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 허용도를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정보침해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정보 허용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보다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경험 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반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문제

의 현실에 대한 지각과 경험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

극하고, 그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비허용적 태도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 한

다.

2 ) 노출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가 큰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허용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는

개인정보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보주체가 갖는 특성들, 즉 사회인구

학적 요인들이나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된 경험, 의식 등에 초점을 두고서

이 쟁점을 검토하 다. 그런데 개인정보 자체가 갖는 사회적·경제적·문

화적 의미 때문에 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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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람들은 노출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유형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공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살펴볼 쟁점은

노출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가 큰 정보유형들에 관한 것이다.

<표 7-18> 노출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보유형의 순위

변 인 빈도 %

주민등록번호

신용상태

성명

재산상황

주소

직장정보

가족사항

노조활동

학력정보

출신지

의료기록

종교활동

취미·기호

정당활동

579

119

86

80

74

45

22

14

8

7

6

4

3

2

55.2

11.3

8.2

7.6

7.1

4.3

2.1

1.3

0.8

0.7

0.6

0.4

0.3

0.2

합 1,049 100.0

<표 7-18>은 노출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높은 정보유형을 순

서대로 세 가지 선택하게 한 복수응답의 결과이다. 표에 따르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

음으로는 신용상태, 성명, 재산상황, 주소, 직장정보 등이 외부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높은 정보로 평가되었다. 반면 정당활동, 취미·기호,

종교활동, 의료기록 등은 노출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앞의 <표 7-16>과 비교할 때, 이러한 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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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사람들이 노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느끼는 정보유형과 공개하기를 주

저하는 정보유형이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대

표적인 사례이다. ‘주민등록번호’라는 정보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의

순위는 매우 높지만, 실제 이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비율이

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주소’ 역시 마찬가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노

출되었을 때 사생활침해가능성의 순위로 봤을 때는 비교적 상위에 속하고

있지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 허용도는 반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기록의 경우, 쉽게 제공하기 힘든 유형에 속하고 있었

지만, 노출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가능성의 순위로 봐서는 그 위험성이 비

교적 낮게 평가되는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정보주체들의 행위가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

다. 위험이라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위험도가 높은 정보를 쉽게 제공하려는

행위는 역설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위자가 그러한 위험을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거나, 어떤 행위가 관례화된 것이라고 느낀다면 위

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제공행위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 속하지 않나 생각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회원으로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기입하기를 요청 받는 항목들이다.

기업이나 웹사이트 운 자의 입장에서 이 정보만큼 개인의 신분을 확실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한 사람한테 하나의

번호만 부여되기 때문에 신원을 조회하는 데 강력한 정보가 된다. 즉 주민

등록번호는 다른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통합하고 연동하는 데도 막강

한 위력을 발휘한다. 일반인들도 막연하나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

다. 하지만 정보수집자, 정보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행동한다. 결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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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집자·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정보시장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일반시민

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위의 결과는 정보허용도가 반드시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의 문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비록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감추고 싶어 하는 정보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위험성이 높은 정보유형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 전략은 합당하지 않다. 보호

할만한 정보유형의 선택은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3 ) 개인정보를 남용할 위험성이 높은 조직·기관

노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

을 구분하듯이,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남용할 위험성이 높은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표 7-19>는 개인정보를 남용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선택하게 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조직으로 나타났다. 그 다

음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은행, 보험회사, 심부름센터 등의 순서 다. 반면

남용할 위험성이 가장 낮은 조직은 항공사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의

료기관, 퀵서비스, 구청/동사무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든 기업이나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개인정보 보

호와 관련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비

용적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

라서 개인정보를 남용할 위험성이 큰 조직, 집단, 기업, 웹사이트를 중심으

로 규제와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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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9> 개인정보를 남용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조직/기관의 순위

변 인 빈도 %

신용카드회사

인터넷 쇼핑몰

은행

보험회사

심부름센터

수사기관

백화점

신용평가기관

증권회사

언론/방송사

세무서

구청/동사무소

퀵서비스

의료기관

항공사

387

151

92

79

79

77

51

49

25

24

23

5

4

2

1

36.9

14.4

8.8

7.5

7.5

7.3

4.9

4.7

2.4

2.3

2.2

0.5

0.4

0.2

0.1

합 1,049 100.0

4 ) 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보다 많은

종류의 정보를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아마도 개인에 대한 정보량이 많을수

록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행동이 감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법

률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

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

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같은 취지의 제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과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란 무엇인가? 회원가입 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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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법률에서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는 과거병

력보다 그 침해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앞의 결과는

주목되어야 한다. 이는 법률적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이 서로 어긋나고 있

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이 제공하기를 꺼려

할 뿐만 아니라 노출에 따른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유형들이다. 하

지만 이러한 정보조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 제23조). 최근 소위 ‘재테크’나 투자상담, 사이버 대출 등을 해

주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들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다음은 인터넷 종합금융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해 밝힌 개인정

보 수집 및 이용목적의 한 예이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수집하는 기본정

보로서 귀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용자ID, 비 번호, email주소, 주소,

전화번호, 직업, 직장명, 직장전화, 핸드폰번호.「당신의 투자성향은」코너

에서 가구당 연간수입, 가구당 부채, 금융자산 규모, 부양가족수, 목돈 계

획,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수, 퇴직까지의 잔여기간, 투자성향, 투자에 대

한 기대수익,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 등. 회사는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

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

다.44)

44) http://www.emoney.co.kr. 이 인용문은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성이 높

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들도

수집될 수 있음을 예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보면, 고객들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고객

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에는 사전에 제휴사가 누구인지, 제공 또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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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예측하고 투자상담 등을 위해 개인

의 재산 및 부채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회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흥미를 끄는 것은 “회사는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

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라

는 부분이다. 이 표현 속에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우선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의 표현을 통해서 이 회사

는 개인정보 보호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회사가 파악하는 인권차원의 정보는 사실 이 회사의 특성 상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이다. 더욱이 출신지 및 본적지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그 사람의 출신지와 본적지를 알 수 있

다.45) 만약 이 웹사이트가 건강이나 다이어트, 성생활과 관련된 사이트

다면, 고객의 건강상태나 성생활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며, 개

인의 신용자본에 대한 정보는 부차적일 것이다.

이렇듯 웹사이트 성격이나 지향성에 따라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정보들도 수집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정보들이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격이 다른 여

러 개의 웹사이트(예를 들어, 건강, 기호식품, 취미, 종합금융 서비스, 여행

등)에 가입했다고 하자. 각각의 사이트들은 그 개인의 특정한 정보만을 수

집하고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회원이 당사자인지

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야 하

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

치고 있다.

45)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국가의 신원확인일련번호체계와 비교하여 볼 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합체계가 독특하다.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 이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여타 자료의 보조가 없어도 이 번호 자체만으로도 성별, 출

생연도, 생년월일, 나이, 출생지역, 신고순위는 물론 번호의 오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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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필수항목으로 상정하고

있다.46) 그런데 이 개별적인 웹사이트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전부 제휴했

다고 하자. 그렇다면 개별 사이트들은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한데 모

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식별번호(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로서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의 통합(record intergration)이나

다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 매

칭(computer matching), 이를 통한 컴퓨터 프로파일링(computer profiling),

컴퓨터 신원조회(computer screening)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삼, 1998 : 89-93).

그러나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은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침해당한 자들에 대한 구제규정이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들로 채

워져 있다(윤현식, 2001 : 10).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

인에 관한 별개의 자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핵심정보의 수집을 제한해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정 화, 2001 : 22; 윤현식, 2001). 현행 주민등

록번호는 개개인에게 고유한 ID로서 평생 동안 불변하고, 또 다목적의 행

정 및 사적 용도로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47) 다른 한정된 목적의

46) 건국대학교 주민등록법개정운동 준비모임에서 2001년도 4월에 실시한 “주민등록

번호사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의 경우에 92% 이상

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한다(윤현식, 2001 : 10에

서 재인용).

47)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에는 개인에 관한 총 11개 분야의 78개 항목이 입력되어 있

다. ① 기본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혼인관계, 주민등록상태, 직업,

본적, 본적/호주변경 사유 및 일자, 호주성명, 호주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주소, 특수 주소, 주소변동사유 및 일자, 전입일자, 행정동명,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증 발급사유,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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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예컨대 외국의 사회보장번호 등과 같은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은 수집할 수 정보의 종류를 계약의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그 종류를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필수항목은 제외하고 선택항목에 대해서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자들은 특정 정보

가 왜 필요한지를 정보제공자들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그리고 특정목적을 위한 다른 대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사생활침해 가능

성이 높은 정보의 수집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신

원의 확인을 위해서라면 주민등록번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성명이나

주소 등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

나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공연

하게 행해지고 있다.48) 관련법률은 정부수집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이 입력된다. ② 병력사항으로는 병역상태/복무구분, 처분일자, 신체등급, 처분사

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주특기, 입 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전역근거, 역종,

취역년월일, 역종변경사유 등이 입력되고 있다. ③ 예비군 관련 정보로는 편성구

분, 소속, 편성일자, 편성비대상 및 보류사유, 병역동원후위조정/부적격자사유등이

입력되어 있고, ④ 민방위와 관련해서는 편성일자, 편성구분, 편성면제/유예사유,

소속변동일자, 소속, 직책, 교육시간, 참석시간 등이 담겨 있다. ⑤ 인력동원과 관

련해서는 모두 12개 항목이 입력되는데, 동원구분, 직종기호, 보류 및 면제사유,

동원 후 순위사유, 동원업체명, 과학기술자 및 중점관리 지정여부, 동원훈련연도,

훈련일수, 훈련실시기관, 전시 장 발부일자, 신고사항, 동원해제일자 등이 있다.

⑥ 자격면허에는 자격면허 종류, 등록(발급)번호, 발행기관, 특기구분 등 4개 항목

이 입력된다. ⑦ 생활보호 항목으로는 대상자 구분,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액, 적용

년수가 입력되며, 그밖에 ⑧ 의료보장(의료보장 구분, 진료증/보험증 번호), ⑨ 보

훈사하(국가유공자 구분, 보훈번호), ⑩ 학력아동(유예면제 사유), ⑪ 기타(주민등

록표 보관지) 등이 입력되고 있다(고 삼, 1998 : 90).

48) 윤현식(2001)의 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사례 1 : 한 시민이 등포의 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난 후 생각이 바뀌

어 바로 반품을 하고 환불을 신청했는데, 수증 반환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판매일자 및 반품사유를 쓰도록 요구했다. 이 시민은 해당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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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이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하지만 앞의 제4

장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필요이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현실에서

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제공자들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의 관행은 한번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개인들의 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게 되는

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을 정보수집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주체

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앞의 분석에서 잘 나타났듯

이, 대부분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한번 제공한 정보에 대해 무관심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필요에 의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지만,

자신의 관심이 변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서의

활동이 뜸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그 사이트에 가입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한번 제공받은

게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피하려 했으나, 그 결과 상당한 시간을 환

불을 위하여 소요해야 했으며, 직원들로부터 불친절한 대접을 받아야만 했다(인터

넷 한겨레. 2001년 4월 20일).

사례 2 : 서울 K경찰서는 범죄신고·제보나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기 위해 K경찰

서 홈페이지 ‘열린경찰서’라는 자유게시판을 만들었다. 이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제목과 함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내용, 비 번호를 입력하는 상자

가 나온다. 그리고 상자 위에는 “기입사항을 전부 입력해야 답변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 자유게시판에 을 올리는 데

까지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와 개인신상정보의 강제적 기입이 시민들

의 의사표현을 제약할 수 있음을 항의하 으나, K경찰서의 관계자는 “마구잡이

식”게시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대답하고 있을 뿐이다(인터넷 한겨레. 2001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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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이를 인식하고 철회요청을 하지 않

는 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 기간의 선택권

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무관심이나 망각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정

보제공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해당사이트에서는 해당개인에게 다시 정

보사용에 대한 동의를 청구함으로써 그 정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검토와 효과적인 방안의 탐색

앞 절에서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함

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을 언급하 다. 대체적

으로 일반시민들은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문제를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의 동의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정보이용자로부터의 계약의 공정성을 어떻게 이

끌어낼 수 있느냐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 다. 그것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효과적인 정보보호 전략들을

구상해보도록 하겠다.

1 . 개인정보 남용의 효과적인 규제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

그렇다면 과연 우리실정에 가장 적합한 규제모델은 무엇인가? 이에 대

한 대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기로 하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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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응답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

반인들은 국가개입 모델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5%의 응답자가 가장 효과적인 보호방법으로써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일반 개개인 스스로가 조심하는 일”이었으며, 그 비율은 18.0%로

집계되었다. 한편 기업의 자율적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6.5%

으며, 정보보호 기술개발이 가장 효과 있다는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9.0%

로 나타났다.

국가개입 모델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된 것은 현재의 정보시장

에서 불평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일반 정보주체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

이다.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

면, 그에 필요한 제반 법령과 제도들을 구비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시행

여부를 국가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시민 스스로가 조심하는 일”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시민

들의 체념적 심정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국가나 기업 모

두 개인들의 사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이 반

된 응답결과라고 생각된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체념적 반응

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좀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 스스로 조심하거나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효과적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합하면 27.0%가 된다. 이것은 사생활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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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4명 중 1명이 시민부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시민운

동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모

델, 시장모델, 자율규제모델과 더불어 시민운동모델의 효과를 검토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표 7-20>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전략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

변 인 빈도 %

정부의 엄격한 규제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시민 스스로가 조심하는 일

470

171

93

114

186

45.5

16.5

9.0

11.0

18.0

합 1,034 100.0

또한 <표 7-20>을 보면, 기업의 자율적 규제모델이 개인정보 보호전략

을 수립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5%에 불과하다. 하

지만 이 수치에다 정보보호 기술의 개발이 효과적이라는 응답비율 11.0%

를 합치면 전체 수치는 27.5%가 된다. 이것은 일반시민 4명 1명은 개인정

보의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

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기업 스스로가 해킹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감

을 확보하는 등의 자율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명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원리를 이용한 자율

규제를 중시하는 경향은 특히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강하게 나타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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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이용을 규제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그 결과

를 보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29.8%, 해당 웹사이트

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율이 57.5%, 민간의 자율적 규제기구의 비율이

3.9%, 웹사이트 이용자의 비율이 7.4%, 기타가 1.5%로 집계되고 있다. 즉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그 남용을 규제할 가

장 큰 책임이 웹사이트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7-21>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남용을 규제해야 할 주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

변 인 빈도 %

정부

웹사이트

민간 자율규제 기구

웹사이트 이용자

기타

206

398

27

51

10

29.8

57.5

3.9

7.4

1.5

합 692 100.0

이러한 결과는 <표 7-20>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반인들

의 응답결과들을 정리해보면,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효

율적인 방식은 국가개입 모델이지만, 이를 보호하고 남용을 억제할 일차적

인 책임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웹사이트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보주체들은 웹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웹사이트가 이를

남용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

러한 기대 하에 정보제공이라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은 웹사이트는 그러한 기대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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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개입은 그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일은 없는 지 등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웹사이트에서는 습관적으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그 이용

자들도 체념적인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미시분석에서 잘 나타났듯이, 웹사

이트 이용자들은 정보이용에 신뢰가 가는 웹사이트에 더 많은 정보를 제

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고객관계관리의 원리를 이용한 개인정

보 보호전략은 타당성을 갖는다.

<표 7-22>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웹사이트 조건은 무엇

인지를 파악한 결과이다. 제시된 수치는 신뢰하는 웹사이트의 조건 세 가

지에 대한 복수응답의 결과인데, 이에 따르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이트”가 가장 신뢰할만한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

음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이트” 다. 하지만 두 조건간의 비율차이

는 매우 작아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할만한 웹사이트의 조건으로서 정보보호에 대한

대외적 인증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매

력적인 웹사이트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남용가능성

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매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부터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웹사이트 이용자가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우려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웹사이트를 운 하는 책임자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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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2> 신뢰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복수응답)

변 인 빈도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이트

신뢰하는 조직이나 기관에서 운 하는 사이트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명확히 밝힌 사이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이트

네티즌들로부터 지명도가 높은 사이트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사이트

해킹대비책을 명확히 제시한 사이트

379

330

312

391

334

205

121

18.3

15.9

15.1

18.9

16.1

9.9

5.8

합 2,072 100.0

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남용을

억제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보겠다. 구체적

으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루어보겠다.

1 ) 현행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검토

현재 한국사회의 규제형태는 정부규제 중심에 자율규제가 보조적으로

수반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서 자율규제가 보조

적으로 수반된다는 의미는 그것이 정부제안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이 정부정책에 순응

하는 일정정도의 자발적인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주도하

에 구성된 민간기구로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시키는 동기유발적 효

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어 순수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규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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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침이 없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

인정보 보호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을 깊이 인식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용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은 이에 대한 적

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기업 이익

에 막대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몇몇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이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노력

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간의 합의에 의한 윤리강령이나 지

침, 자체규제력 등의 자율적 규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49) 현재 자율

규제로 부를만한 제도로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안

전마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5월부터 정보통신부 산하단체인 한

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소비

자보호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해주는 ‘인터넷모범상점인증제도’가 보완 발

전된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진흥협회의 활동은 정부규제의 보조적 역할

을 담당하는 인증제도의 운 에 보다 가깝다(신종철, 2001 : 6).

결국 한국의 기업집단이나 협회 차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는 거의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구성된 정보산업분야의 특성 때문이다. 즉

다양한 이해집단이 존재하는 까닭에 전체를 규제할만한 집단이 형성되기

힘들고, 또 각 집단들은 그 목적상 굳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활동을 해야

49) 신종철(2001)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 5월 22일 기준으로 정보통신부 산하단체

중에서 학회나 지역정보센터와 같은 공적 기관, 복지기관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제외한 기업간 협력단체적 성격을 지닌 17개 협회의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윤리

강령을 제정한 협회는 단 1개 으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제정한 곳도 단 1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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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그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신

종철, 2001 : 7).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강력한 국가주도의 규제모델

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개입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모두 포괄적인 법률을 통해 공공분야와 사적인 역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박순백, 1995 : 76).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각기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더욱이 1999년까지만 해도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각기 성격이 다른

다양한 법률50)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정

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체계는 공공부문은 단일법률로 규제하고, 민간부문

은 여러 개의 단행법에 의해서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미

국식의 부분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왔다. 그러던 것이 2000년부터는 ‘정보통

신망이용및촉진등에관한법률’(2000년)과 이를 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역시 공공

부문과 마찬가지로 단일법률에 의해 지배되기에 이르 다.

이러한 체계는 유럽식과 미국식을 혼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

다.5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원화하여 규제하는 방식은 미국제도에 가

깝지만,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통합된 법률을 통해 접근하려는 발상

은 유럽식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률들은 공공부문이

든 민간부문이든 모두 전산처리된 개인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산처리 되지 않은 정보까지 포함하는 유럽식(스웨덴, 스페인, 독일, 프랑

50) 그 주요 법률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1983년), 전기통신기본법

(1983), 전산망의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년), 신용카드업법(1987년), 통

신비 보호법(1993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995년), 전자서명법(1999

년), 전자거래기본법(1999년), 전파법(2000년 1월 21일 개정) 등이 있다.

51) 유럽식 모델과 미국식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연수(2001 : 62-85), 한국전산

원(1997 : 38-56) 등을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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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52) 모델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이원화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전산처리된 데이터에 한

정하는53) 우리나라의 모델은 유럽식 모델에 비할 때, 법률에 의한 사생활

보호의 규제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더욱이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의 주축이 되는 두

법률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개인정

보 보호를 규제하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위에서

거론한 수기(手記)파일의 누락 이외에도 사자(死者)의 개인정보가 제외된

점이라든지54),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의 미흡이라는 문제점은 주목할만

한 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의도로

이용되고, 어떻게 그 정보가 보호되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부했을 때 어

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자

는 정보수집에 앞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용도, 안전보호장

치 등에 알리는 것이 현재 선진국의 일반적 입법동향이다. 하지만 현재 이

법률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김연수, 2001 : 126-127).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그

구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

항들, 즉 적용범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52) 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같이 전산처리된 자료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53) 국가의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수기파일이 보호가치가 낮은 개

인정보로 평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수기로 작성된 데이터는 유출이 용이한 반

면, 역으로 추적은 어려운 편이다.

54) 사자(死者)의 경우는 유족과의 관계에서 일정기간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현행 법제는 개인정보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족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자(死者)의 생존 당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 화, 200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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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실하게 보완하 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

문의 규제법률과 마찬가지로 전산처리된 자료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 사자(死者)의 생존시의 정보는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수집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점, 과도한 정보의 수집을 금하면

서도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55) 아동으로부터 정보수집 금지와 관련하여 수집행위만 처벌할 수 있

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연

수, 2001 : 131-186).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법률들

의 세부적인 한계나 입법상의 허점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하는 전략 자체에 있다. 근대 이후

공적 역의 지속적 확장에 의해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역과 개인 및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사적 역간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정체성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

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재형성되는 것이며 나아가 공동체의 바

람직한 운 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의 디지털화가 개인정보

보호에 현대적 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측면이 민간 역에서의 정보의 오용

과 남용인데, 공적 역과 사적 역의 엄격한 분리에 입각한 접근법은 이러

한 현대적 문제점을 단순한 사적 분쟁의 역으로 왜곡시킬 위험성이 많

다(김종철, 2001 : 2).

55) 현행법률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한 말소청구

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하종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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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안적 접근

가. 역감시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재조정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효과적인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반 개인들은 보호되어야할 대

상이거나 이용할만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될 뿐이다. 즉 정보사회에

서의 국가와 시민, 자본과 시민간에는 감시와 피감시라는 일방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방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antisurveillance)56)가 가능해야

한다. 역감시의 권리는 근대국가에 의한 강력한 감시사회망의 형성과 이에

따른 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의회제도의 희석화에 따라

새롭게 부활되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역감시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알 권

리’(right to know), ‘알릴 권리’(right to express), ‘알리지 않을 권리(right

of privacy)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장여경, 2000 : 5-13). 일차적으로 알 권

리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정보생산과 유통이 활발

해지는 시점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정부 및 기업정보에 우선적으로 접

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극적으로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법은 정

보공개라는 취지에 어긋날 정도로 비공개 대상에 대한 허용 폭을 넓게 두

고 있는 점, 정보공개 심사의 관리기관이 중립적인 제3자가 아니라 정보

공개 대상자인 정부 자신이 맡도록 되어 있는 점, 절차나 과정이 너무 까

다로운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강경근, 1998; 송두환, 1996; 홍준형,

56) 역감시(antisurveillance)란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을 비판하

면서 오히려 감시권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그 과정에 주의를 돌릴 것을 제안하면

서 제기된 개념이다(Marti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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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알 권리가 국가와 자본의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이 감시하는 역감시

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

다.

‘알릴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표현 역이 다른 어떤 역보다 크게 변화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대중적인 출판매

체가 증가함에 따라 표현물이 급증하고 그에 비례하여 대중들의 표현욕구

도 상승하게 되었다. 반면 권력의 통제의지와 통제기술 또한 발달하면서

표현과 통제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게 된 것이다.

‘알리지 않을 권리’는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정

보통신 기술발달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손쉬운 수집과 활

용을 가능하게 하 다. 예를 들어 CCTV, ICCARD, 위성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등 신기술이 감시목적으로 개발되거나 판매, 사용하는 사

례가 사회 전반적으로 부쩍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 진행되는 일체의 감시를 거부하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혼자 있을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자기정보통제권,’ ‘개인정보통제

권’으로의 개념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는 감시, 기술, 그리고 기술에 내재되

어 있는 권력의 통제에 맞서서 개인이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57) 전

57) 이런 맥락에서 김주환(1999)은 프라이버시권의 역으로 기존의 사생활 보호권에

더하여 익명권을 포함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이 포함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칭하여 사민권(私民權)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김종철(2001)은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정보통제권의 상위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던 프라이버시권이 그 사생활보호중심의 측면 때문에 개인정보의 본

질적 문제를 내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새로

운 개인정보통제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3 0 0



제7장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쟁점과 정보보호 전략

자적 감시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는 합리적 감시와 범죄예방의 논리가 공

통적으로 등장한다. 전자감시는 때로 인간에 의해 직접 수행되는 감시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에 대한

푸코의 통찰에 기대면, 권력의 감시, 감독기능은 더욱 첨예화, 첨단화, 강

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감시의 직접적 당사자

이면서 대상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시민들이 이에 대해 주체적인 권리의식

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감시체제가 광범위해지

는 추세에 대해 개인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를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프라

이버시권’, ‘역감시’의 권리 상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정보통제

권, 개인정보통제권을 핵심내용으로 삼는 ‘포괄적 프라이버시권’은 통제의

대상을 ‘자기정보’에서 ‘자기와 관련된 정보’로 확장시키고, 통제의 내용을

‘개인정보의 흐름과 유통에 대한 통제권’에서 ‘정보수집과 생산 자체에 대

한 통제권’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홍석만·이준구,

1997). 국가 및 자본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을 다시 역으로 감시 할 수 있으려면 위에서 제시한 ‘포괄적 프

라이버시권’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 통합적인 정보보호 규제모델의 지향

두 번째로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

라의 개인정보 보호전략은 국가개입모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가 형식적으로 보조하는 형태라고 하 다. 하지만 국가개입 모델

만으로는 우리사회의 개인정보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실태분석

을 통해 잘 드러났듯이, 국가의 강제력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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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남용하는 기업이나 조직, 웹사이트들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침

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을 국가가 일일이

통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국가의 규제수단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률

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개입

모델과 병행하여 형식적으로만 작동되고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활성화시

킬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자율규제일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조직, 집단, 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를 윤리적으로 활용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정보의 윤리적 사용이란 정

보제공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유용한

가치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

가의 개입은 업계의 자율규제 풍토를 만들고, 업계 스스로가 자기 책임성

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감시, 견제, 혹은 책임

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율규제 모델의 한계는 그 자율성을 법

률로써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 국가개입 모델과 자

율규제 모델은 다시 시민운동 모델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

이 존재한다. 시민운동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의 나태함과 개인정보

의 남용에 따른 기업의 비윤리성을 동시에 견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강력

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시민운동은 정책제안,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

제, 정책평가 등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참여와 압력행사의 기능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양 측면에 향을 제기하고 공공선을 유

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부문이다.

3 0 2



제7장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쟁점과 정보보호 전략

국가개입 모델과 자율규제 모델은 공통적으로 정보주체의 참여를 배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시민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권력

행사 과정에 대한 역감시의 한 형태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단체는 프라

이버시 보호라는 쟁점을 사회전면에 제기하 으며, 이를 위한 입법활동과

감시활동을 시작하는 등 우리사회 프라이버시 운동의 서막을 열었다.58)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간 개인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지고 무

차별적으로 수집·판매되는 현실에 커다란 제동을 걸었으며, 이러한 활동

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여론에 의해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는 등 정책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운동 모델이 국가모델과 자율모델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니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시민단체

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활동은 미미한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것은 아직도 시민단체 내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정보기술관련 이슈로만 이해되

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안적 대응에 급급했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전술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운동주체의

동원문제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역량을 모아내지 못

했다(신종철, 2001 : 8).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민운동의 역할에

58) 프라이버시 보호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모임 산하의 ‘프라이버

시보호시민행동’의 사이트(www.privacy.or.kr)를 보면 상당수의 네티즌이 참여하

고 있으며, 기업과의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

대(http://www.gcn.or.kr), YMCA 시민중계실(http://consumer.ymca.or.kr) 등에서

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운동과 사회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소기의 성과

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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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은 낮다. 오히려 개개인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체념주의적 사고가 더 강한 것이 사실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앞장서는 시민운동은 이러한 체념적이고 무관심한 대중들을 참여

적인 시민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려면 이에 관련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이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정책뿐

만 아니라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

한 전략적인 대비가 요구된다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

치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증제도나 옴부즈만

(ombudsman)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나 개인정보호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운동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시민적 참여시스템을 형성하여 시민적 감시체제를 확보하지 않고

서는 기술적 변화의 폭이 크고 따라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발생하는 상황을 따라갈 수 없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전문역량

의 결집을 통해 정책적인 판단과 입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신종철, 2001

: 8-9).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가규제와 자율규제의 전통적인 방식에다 시민

사회가 함께 하는 규제모델이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형태가 될 것

이다(신종철, 2000 : 10). 정부는 규제와 감독기능 이외에 순기능적인 정책

유도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법률, 지침 등

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전반을 통괄하는 통합적 법

3 0 4



제7장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쟁점과 정보보호 전략

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 속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

여 정보주체, 정보수집자, 정보이용자 모두의 문제가 포괄되어야 한다. 그

리하여 실생활과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전반이 포괄적으로 다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자기이해의 실현 외에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

도적 장치의 마련과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

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59) 특히 본문의 분석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에 신뢰를 더 많이 보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과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충분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Trust-E

마크와 같은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체계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3자가 주도하는 것이

그 운동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신종철, 2000: 11).

시민부문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 외에 이들로 하여금 적

극적인 차원에서 보다 올바른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사회의 역은 정부규제나 자율규제의 문제

점들을 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계몽의 기능도 담당해

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이

다. 정부규제와 관련해서는 입법화에 대한 의견, 청원 등을 통해 정부규제

59) 이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20일에 출범한「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이 협의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개인정보 활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이용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적 기구의 필요성을 근간으로 출범한 한국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사후 처벌 위주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보다는 예방적·자율적 규제와 홍

보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 다. 또한 앞으로 개

인정보보호를 최적수준으로 보호할 정책대안 제시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통

한 감시체계 지원 및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사회적 여건

조성, 교육 및 홍보활동, 전문가 양성 등을 업무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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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부문은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관련해

서 정부와 시민부문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옴부즈만제와 같은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피해구제 등에 대해 정부기관과

함께 고민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60)

특히 우리사회에서처럼 자율규제의 풍토가 취약한 현실에서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강화되기 위한 보다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부분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제가 마련될 필

60)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EPIC)와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은

시민운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한국정보보호 진흥원, 1998; 한문기, 2000:

100-105).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EPIC)’는 미국 시민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다. 이 조직은 정규직원, 조합원,

저명한 법학교수, RSA, SRI 등 보안전문가를 포함한 교수 및 업체 등으로부터 구

성된 자문위원회로서, 국의 프라이버시 국제동맹(Privacy International) 등과 공

동으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운동에 임하고 있다. 일한다. 이 단체는 다음

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첫째, 국가기관에 대해 탄원, 청문회 증언, 필요시 법정에

제소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수행한다. 둘째, 기업이나 후원회를 통해 활동자금

모집한다. 셋째,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에 근거하여 정부

가 지니고 있는 보안정보를 공지하게 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근거하여 권리

를 주장한다. 넷째, 기관 소식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의 프라이버시(privacy

on-line guide web) 등의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연합단체로

서, 1920년에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 활동범위를 확장시키고 있

다. 시민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제로 운 하고 있으며, 역별로 그룹을 결성하여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약 30만 명의 회원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을 보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나 인권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 접수 후 중재를 시도하며, 중재 실패 시 법정에

서 변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자원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팜플렛, 단행본, 비디오 등의 발간을 통해 계몽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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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세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구

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신종철, 2000: 11). 결국 급변하는 정보사회

의 흐름 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각 주체의 자기역할과 상호

작용을 명백하게 하고 항상적인 감시와 견제, 논의와 협력의 시스템을 확

보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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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통해 필자는 정보화의 또 다른 모습, 즉 정보권력에 의해 개인의

삶과 정체성이 왜곡되고 조작되는 현실을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검토

하 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들이 스스로를 정보적 주체로 탈바꿈해 나

가려는 움직임과 가능성의 단초들을 점검해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사생

활과 정보침해문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우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이점들을 향

유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내던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최근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됨으로써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기업이나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 문제에 신중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

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만 구하면 설령 매우 위협적인 정보까지도 수집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포괄적 동의방식을 활용

하여 제3자와의 개인정보의 제휴, 혹은 정보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적

걸림돌을 피해나가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기업과 인터넷 사이트들은 정보

보유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한번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는 정보주체가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이지 않는 한, 계속 보유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침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수집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관

행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개인정보

의 문제가 계약의 문제라면 그것은 평등한 계약의 상황을 보장해주는 쪽

으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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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 힘은 미약하지만,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

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려 하는 노력들이 서서히 삭 트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정보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자신의 사생활과 정보관리에 대해 체념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은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은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와 자본의 감시적 권

력의 행사에 대해 시민들은 역감시의 권력으로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

보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이 새롭게 조직화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단순히

기업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유통에 대한 감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것은 정보의 생산과 수집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감시의 운동이어야 한

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통제에만 머

물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와 그 통제권의 문제는 근현대사회에 내재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지, 단순히 정보기술발달에 기인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공공정보체계나 각종 사회적 편익장치

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정보의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정보

기술의 발달만으로는 감시사회의 개인정보의 침해와 공동체주권의 확립문

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회기술적 메커니

즘에 의해 우리의 다양한 일상생활이 어떻게 편재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

판적 문제제기여야 한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인 셈이다.

3 1 0



참고문헌

1 . 국내문헌

강경근. 1998. “정보공개법 실천의 의의와 법의 내용.”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공개운동 토론회.『시민주권과 정보공개운동』.

http://www.netian.com/∼yyung2/시민주권과%20정보공개운

동.htm

강명구. 1998. “언론개혁과 시민사회의 민주화: 정보공개 운동의 의미,” 언

론개혁시민연대, 정보공개운동토론회 자료집.『시민주권과 정보공

개운동』.

http://my.netian.com/∼yyung2/시민주권과%20정보공개운동.htm

______. 1995.『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고 삼. 1998. “정보지배사회의 전자감시와 개인정보침해”. 부산대학교 대

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______. 1998.『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권성훈. 1965.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권 성. 1997.『헌법학 원론』. 법문사.

김연수. 2001.『개인정보보호 - 고도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

Law』. 사이버출판사.

김 대. 1995.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 철. 1997. “프라이버시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

3 1 1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종철. 2001.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인터넷법률』. 2001년 4호 : 23-44.

http://www.privacy.or.kr/privacy_text.htm

김주환. 1999. “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http://www.privacy.or.kr/privacy_text.htm

남수정. 1998.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

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진철. 2000.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경 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박순백. 1995.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

구”. 경희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순진·최 신. 2000.『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Ⅲ)』.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박홍윤. 1994.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송두환. 1996. “정보공개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민변).『이달의 민변』. 96년 10·11월호 특집2.

http://minbyun.jinbo.net/express/open-spe.htm

신종철. 2001.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모델 분석과 시민사회의 역

할.”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http://www.privacy.or.kr/privacy_text.htm

심 희 외. 1992.『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3 1 2



참고문헌

오상조. 1995. “기업에서의 개인정보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연구 -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

원 경 학과 석사논문.

윤현식. 2001.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http://www.privacy.or.kr/privacy_text.htm

이상돈. 1995.『형사절차와 정보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창범. 2000. “고도 지식정보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http://www.gcn.or.kr/sub/pds.html

장여경. 2000. “정보통신 기술과 사이버 권리.” 제주 인권학술회의 발표문.

http://www.privacy.or.kr/privacy_text.htm

장 민·정진수. 1996.『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

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 화. 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개인정보

보호법률(Privacy Act)의 실현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보호네트

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http://www.privacy.or.kr/privacy_text.htm

정 완. 2000.『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유형별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연상. 2000. “기업경 자원으로서의 개인정보”.

http://www.kisa.or.kr/K_trend/KisaNews/200009/special4-3.html

차맹진. 1991.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 통제권”.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

위 청구논문.

총무처. 1994.『개인정보보호제도 운 지침』.

최인섭·기광도. 1997.『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3 1 3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_________. 1998.『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최인섭·김성언. 1998.『성폭력의 실태와 원인과 관한 연구(Ⅱ)』.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최인섭·박순진. 1995.『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하종현. 1999.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방안”.

http://www.kisa.or.kr/K_trend/KisaNews/200009/special4-1.html/

한국과학재단. 1998.『컴퓨터 안전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1999. 『SPSS 사회조사분석』. SPSS 아카데미.

한국전산원. 1997.『정보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

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문화센터. 1999.『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998.『정보통신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방안 연구』.

____________. 1998b.『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기관 운 상황연구』.

한문기. 1999.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의 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문기. 2000,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의 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두승.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

69-87.

홍성태. 2000.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넷 토론회 자료.

http://www.privacy.or.kr/privacy_text.htm

3 1 4



참고문헌

홍준형. 1996. “정보공개법안의 평가와 대안모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달의 민변』. 96년 10·11월호 특집2 .

http://minbyun.jinbo.net/express/open-spe.htm

황호정. 1996. “정보검색 시스템”. 총무처.『행정과 전산』. 제18권 제4호.

2 . 외국문헌

Alpert, Sheri. 1993. “Smart Cards, Smarter Policy: Medical Records,

Privacy and Health Care Reform.” Hastings Center Report 23:

13-23.

Annas, George A. 1990. “Mapping the Human Genome and the Meaning

of Monster Mythology.” Emory Law Journal 39: 629-64.

Annas, George J. 1993. “Private Rules for DNA Databanks: Protecting

Coded Future Diari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0.

Bandura, Albert. 1973.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________.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Bennett, Colin J. 1992. Regulating Privacy: Data Protection and Public

Poli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___. 1996. “The Public Surveillance of Personal Data: A

Cross-National Analysis.” in David Lyon and Elia Zureik (eds.).

Computers, Surveillance, and Privacy. Minneapolis: University

3 1 5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of Minneapolis Press.

________. 1997a. “Adequate Data Protection by the Year 2000: The

Prospects for Privacy in Canada.”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and Technology 11: 79-92.

________. 1997b. “Convergence Re-visited: Toward a Global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Agre and Rotenberg (eds.).

Technology and Privacy: The New Landscape, 99-123.

Bennett, Colin J. and Rebecca Grant, 1999. “Introduction.” Visions of

Privacy: Policy Choices for the Digital Ag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Buffalo London.

Bies, Robert J. 1993. “Privacy and Procedural Justice in Organizations.”

Social Justice Research 6: 69-86.

Bolter, David J. 1984. Turning’s Man: Western Culture in the

Computer Ag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Bourdieu, Pierre. 1995. La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최

종철 역,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Burnham, David. 1983. The Rise of the Computer State. New York:

Random House.

Calhoun, Craig. 1992. “The Infrastructure of Modernity: Indirect Social

Relationships,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Integration.”

In H. Haferkamp and N. Smelser (eds.). Social Change and

Modernit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espedes, Frank V. & Jeff H. Smith. 1993. “Database Marketing: New

Rules for Policy and Practice.”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 7-22.

3 1 6



참고문헌

Chandler, Alfred D. 1984. “The Emergence of Managerial Capitalism.”

Business History Review 58(Winter): 473-503.

Chaum, David. 1992. “Achieving Electronic Privacy.” Scientific American

Aug.: 96-101.

Clarke, J. 1994. “The Digital Persona and Its Application to Data

Surveillance.” Information Society 10 (June).

Clarke, Roger. 1987. “Just Another Piece of Plastic for Your Wallet:

The Australia Card Scheme.” Prometheus 5, no. 1: 29-45.

________. 1988.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veillance.”

Communication of the ACM 31, no. 5: 498-512.

________. 1991.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veillance.” In Charles

Dunlop and Rob Kling (eds.).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Value Conflicts and Social Choices. Boston: Academic Press.

________. 1994. “The Digital Persona and Its Application to Data

Surveillance.” Information Society 10, no. 2.

Culnan, Mary J. 1993. “How Did They Get My Nam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Consumer Attitudes Toward Secondary

Information Use.” MIS Quarterly, September.

Culnan, Mary J., and Priscilla M. Regan. 1995. “Privacy Issues and the

Creation of Campaign Mailing Lists.” The Information Society

2: 85-100.

Dandeker, Christopher. 1990. Surveillance, Power and Modernity.

Cambridge: Polity.

Davies, Simon. 1992. Big Brother: Australia’s Growing Web of

Surveillance. Sydney: Simon & Schuster.

3 1 7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Davies, Simon. 1997. “Re-engineering the Right to Privacy: How

Privacy Has Been Transformed from a Right to a Commodity.”

in Agre and Rotenberg (eds.). Technology and Privacy, 143-65.

Deleuz, Gilles. 1992.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Winter): 3-7.

Doney, Patricia M., Joseph P. Cannon. 1997.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Trust in Buyer-Seller 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61(April): 56-62.

Drucker, P. 1968. The Age of Discontinuity. N, Y.: Harper & Row.

Dunlop, Charles, and Rob Kling. (eds.). 1991.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Value Conflicts and Social Choices. Boston:

Academic Press.

Ekos Research Associates. 1993. Privacy Revealed: The Canadian

Privacy Survey. Ottawa: Ekos Research Associates.

Etzioni, Amitai. 1999. The Limits of Privacy. Basic Books, A Member

of the Perseus Books Group.

Evans, Martin, Lisa O'Malley and Maurice Patterson, “Relationship

Marketing and Privacy Issues: Building Bonds or Barriers.”

The Journal of Database Marketing, 6(1), 34-47.

Feschuk, Scott. 1992. “They Have Got Your Number.” Globe and Mail,

1 December, B22.

Flaherty, David H. 1984. “The Need for an American Privacy Protection

Commissi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1: 235-58.

________. 1989. Protecting Privacy in Surveillance Societie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weden, France, Canada and

3 1 8



참고문헌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Fletcher, John C., and Dorothy C. Wertz. 1990. “Ethics, Law, and

Medical Genetics: After the Human Genome Is Mapped.”

Emory Law Journal 39: 747-809.

Foucault, Michel.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trans. Robert Hurley.

New York: Pantheon Books).

________.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antheon).

Fusilier, M. R. and Hoyer, W. D., 1989. “Variables Affecting Perceptions

of Invasion of Privacy in a Personnel Selection Situ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5), Oct. pp. 76-90.

Gandy, Oscar H. 1989. “The Surveillance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 Bureaucratic Social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9.

_______. 1993. The Panoptic Sort: A Political Economy of Personal

Information. Boulder. Colo.: Westview.

Gandy, Oscar H., Jr., and Charles E. Simmons. 1986. “Technology,

Privacy and the Democratic Proces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3 (June): 155-68.

Ganster, D. C., et al. 1979. “Information Privacy in Organizations: An

Examination of employee perceptions and attitudes.” Proceeding

of the 39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Academy of

Management.

Gavison, Ruth, 1980. “Privacy and the limits of the law.” Yale Law

3 1 9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Journal 89: 421.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Goffman Erving. 1961.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 Y.: Doubleday.

Gostin, Larry. 1991. “Genetic Discrimination: The Use of Genetically

Based Diagnostic and Prognostic Tests by Employers and

Insurers.”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17, no. 1-2:

109-44.

Gostin, Lawrence O. 1995. “Genetic Privacy.”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23.

Grisolia, James Santiago. 1991.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Our

Sense of Self.” Impact of Science on Society 41, no. 161: 45-48.

Hagel, John III, and Jeffrey F. Rayport. 1997. “The Coming Battle for

Customer Inform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5: 53-65.

Hamilton, Richard. 1991. “The Disciplined Society: Notes on Foucault.”

Unpublished manuscript, Ohio State University, Sociology

Department.

Hogg, Martin A. 1994. “The Very Private Life of the Right to Privacy.”

Privacy and Property. The David Hume Institute, Hume Papers

on Public Policy: Volume 2, No. 3 Autumn.

Holvast J. 1991. “Vulnerability of Information Society.” In R. Clarke and

J. Cameron (eds.). Managing Information Technology's

Organizational Impact. Amsterdam: North Holland.

3 2 0



참고문헌

Holyman, F. M. 1977. “The Effect of Personal Control and Instrumental

Value on the Experience of Invasion of Privacy.”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___.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enero, Kenneth A., and Lynne D. Mapes-Riordan. 1992. “Electronic

Monitoring of Employees and the Right to Privacy.” Employee

Relations Journal 18, no. 1.

Kimery, Anthony. 1993. “Big Brother Wants to Look into Your Bank

Account (Any Time It Pleases).” Wired, December, 91-93: 134.

Lacayo, Richard. 1991. “Nowhere to Hide.” Time, November 11: 34-40.

Laudon, Kenneth. 1986. Dossier Society: Value Choices in the Design

of National Information System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Laudon, Kenneth. 1996. “Markets and Privacy.” COMMUNICATIONS

OF THE ACM. September, Vol. 39. no. 9.

Law Reform Commission of Canada. 1986. Electronic Surveillance.

Ottawa: Law Reform Commission of Canada.

Louis Harris & Associates and Alan F. Westin. 1990. The Equifax

Report on Consumers in the Information Age. Atlanta, Ga.:

Equifax.

3 2 1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________. 1991. Harris-Equifax Consumer Privacy Survey 1991. Atlanta,

Ga.: Equifax.

________. 1992. Harris-Equifax Consumer Privacy Survey 1991. Atlanta,

Ga.: Equifax.

Luke, Timothy, and Stephen White. 1985. “Critical Theory, the

Informational Revolution, and an Ecological Path to Modernity.”

In J. Forester (ed.). Critical Theory and Public Life. Cambridge:

MIT Press, 22-53.

Lumpkin, John R. 1998. “Finding a Balance Between Privacy and

Safety.” Intellectual Capital, August 27.

Lyon, David. 1988. The Information Society: Issues and Illusions.

Cambridge: Polity.

________. 1991. “Bentham’s Panopticon; From Moral Architecture to

Electronic Surveillance.” Queen's Quarterly 98, no. 3.

________. 1991. “Bentham’s Panopticon; From Moral Architecture to

Electronic Surveillance.” Queen’s Quarterly 98, no. 3.

________. 1991. “British Identity Cards: The Unpalatable Logic of

European Membership?” Political Quarterly 62, no. 3: 377-85.

________. 1992. “The New Surveillance? New Technologies and the

Maximum Security Society.” Crime, Law and Social Change

18: 159-75.

________. 1993. “An Electronic Panopticon? A Sociological Critique of

Surveillance Theory.” Sociological Review 41: 653-78.

________. 1994.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3 2 2



참고문헌

Machlup, F. 1962. The Production &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ess.

Madsen, Wayne. 1992. Handbook of Personal Data Protection. London:

Macmillan.

Maltz, Tamir. 1997. “Customary Law & Power in Internet

Communities.”

http://cwis.usc.edu/dept/annenberg/vol2/issue1/custom.html.

Martin, Brian, 1993. “antisurveillance.”

http://www.uow.edu.au/arts/sts/bmartin/pubs/93as.html

Marx, G. T. and N. Reichman. 1984. “Routinizing the Discovery of

Secrets: Computers as Informan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423-52.

Marx, Gary T., and Sanford Sherizen. 1986. Social Aspects of Changes

in Worker Monitoring and Computer/Communications Privacy

and Security Practices(report prepared for the U. 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ayer, Roger C., James H. David, and F. David Schoorman. 1995. “An

Inter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McManus, Thomas E. 1990. Telephone Transaction-Generated

Information: Rights and Restrictions.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ogram on Information Resources Policy, May.

Mendes, Meredith W. 1985. Privacy and Computer-Based Information

Systems. Cambridge, Mass.: Center for Information Policy

Research.

3 2 3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Milne, George R. & María-Eugenia Boza. 1999. “Trust and Concern in

Consumers’ Perceptions of Marketing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3(Winter), 5-24.

Moore, Barrigton, Jr. 1984. Privacy: Studies in Social and Cultural

History. Armonk, N. Y.: M. E. Sharpe.

Moorman, Christine, Gerald Zaltman, and Robit Deshpandé. 1992.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Market

Research: The Dynamics of Trust Within and Between

Organizations.” Journal of Marketing 29(August): 314-328.

Moseley, Ray, Lee Crandall, Marvin Dewar, David Nye, and Harry

Ostrer. 1991. “Ethical Implications of a Complete Human Gene

Map for Insurance.” Business & Professional Ethics Journal

10, no. 4: 69-82.

Mowshowitz, A. 1986. “Social Dimensions of Office Automation.” In M.

Yovits (ed.). Advances in Computers, Vol. 25. New York:

Academic Press, 335-404.

Novek, Eleanor, Nikhil Sinha, and Oscar Gandy. 1990. “The Value of

Your Name.” Media, Culture & Society 12: 525-43.

Office of Technology Assesment. 1986. “Federal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onic Record Systems and Individual Privacy.”

OTACIT-296, June, U. S. Congress, Washington, D. C.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1980.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3 2 4



참고문헌

Data Flows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 September. 1980. Paris: OECD.

Perrolle, Judith A. 1987. Computers and Social Change: Information,

Property, and Power. Belmont, Calf.: Wadsworth.

Perrolle, Judith A. 1991. “Conversations and Trust in Computer

Interfaces.” In Charles Dunlop and Rob Kling (eds.),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Values Conflicts and Social

Choices. Boston: Academic Press, 350-63.

Porat, M. 1981. The Information Economy 1. Ann Arbor, Michigan:

Univ. Microfilm International.

Privacy Commissioner, Canada. 1992. Annual Report 1991-92. Ottawa: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Privacy Committee of New South Wales. “Invisible Eyes: Reports On

Video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http://www.austli.edu.au/au/other/privacy/video/

Prosser, William L. 1971. Handbook of the Law of Torts, St. Paul.

Minn.: West Pub. Co.

Raab, Charles and Colin J. Bennett. 1994. “Protecting Privacy across

Borders: European Policies and Prospects.” Public

Adminstration, 72: 95-112.

_________. 1996. “Taking the Measure of Privacy: Can Data Protection

be Evaluated?”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62: 535-56.

Raab, Charles D. 1997. “Privacy, Democracy, Information.” In Brian D.

Loader (ed.).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London:

3 2 5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Routledge.

Regan, Priscilla M. 1993. “The Globalization of Privacy: Implications of

Recent Changes in Europ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2: 257-73.

_________. 1995. Legislating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Robins, Kevin, and Frank Webster. 1988. “Cybernetic Capitalism:

Information, Technology, Everyday Life.” In V. Mosco and J.

Wask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44-75.

Rothfeder, Jeffrey. 1992. Privacy For Sale. New York: Brockman Inc.(김

희숙 역. 1994.『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한마음사).

Rowan, Geoffrey. 1994. “Snoopophobia Haunts Information Highway.”

Globe and Mail 3, May, B-1, B-24.

Rowinski, Laura. 1988. “Genetic Testing in the Workplace.” Journal of

Contemporary Health Law and Policy 4: 375-413.

Rule, J. 1984. “1984-The Ingredients of Totalitarianism.” In I. Howe

(ed.). 1984: Totalitarianism in Our Century. New York: Harper

& Row.

Rule, J. B., D. McAdam, L. Stearns, and D. Uglow. 1980. “Preserving

Individual Autonomy in an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In L.

J. Hoffman(ed.). Computers and Privacy in the Decade. New

York: Academic Press, 65-87.

Rule, James and Lawrence Hunter. 1999. “Towards Property Rights in

Personal Data.” Bennett, Colin J. and Rebecca Grant(ed.).

3 2 6



참고문헌

Visions of Privacy: Policy Choices for the Digital Ag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Buffalo London.

Rule, James B, David McAdam, Linda Stearns, and David Uglow. 1980.

The Politics of Privacy: Planning for Personal Data Systems

as Powerful Technologies. New York: Mentor.

Rule, James B. 1974. Private Lives and Public Surveillance: Social

Control in the Computer Age. New York: Schocken.

Rule, James B., and Peter Brantley. 1992. “Computerize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Forms and Distributions.” Sociological Forum 7,

no. 3.

Rule, James B., and Peter Brantley. 1992. “Computerize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Forms and Distributions.” Sociological Forum 7,

no. 3.

Rule, James B., Douglas McAdam, Linda Stearns, and David Uglow.

1983. “Documentary Identification and Mass Surveillanc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Problems 31, no. 2: 222-234.

Shepard, Ira M., and Robert L. Duston. 1987. Workplace Privacy:

Employee Testing, Surveillance, Wrongful Discharge and

Other Areas of Vulnerability. Washington, D. C.: Bureau of

National Affairs

Shoeman, Ferdinand David. 1992. Privacy and Social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art, Barry. 1992. Modern Conditions, Postmodern Controversies.

London and N. Y.: Routledge.

Smith, H. Jeff. 1994. Managing Privacy: Information Technology and

3 2 7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Corporate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Smith, Spiros. 1987. “Reviewing Priv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35, no. 3: 707-46.

Stallings, W. 1985. Data and Computer Communications. New York:

Macmillan.

Stamper, D. A. 1989. Business Data Communications. Redwood City,

Calf.: Benjamin/Cummings.

Surtees. Lawrence. 1994. “CRTC Cuts Off Junk Calls.” Globe and Mail,

14 June, A1-A2.

Thompson, E. P. 1982.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In Anthony Giddens and David Held(eds.). Classes,

Power, and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99-309.

Toffler, A. 1983. The Third Wave(이규행 역. 1989.『미래쇼크』.한국경제

신문사).

U. K. Home Office. 1995. Identity Cards: A Consultation Document.

London: HMSO.

U. 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ment. 1987. The Electronic

Supervisor: New Technology, New Tensions(OTA-CIT-333,

September).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Varian, Hal R. 1996. “Economic Aspects of Personal Privacy.”

http://www.ntia.doc.gov/reports/privacy/selfreg1.htm

Wacks, Raymond. 1989.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nd the Law.

3 2 8



참고문헌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eiss, Michael J. 1988. The Clustering of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Zuboff, Shoshana. 1988.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New York: Basic Books.

3 2 9



A Research o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61)

Kim, Seong-Eon*

Now days, the problem on personal information is considered to be a

contract between the information-offer and the information-collector/the user.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may offer his/her data to the

information-collectors, and then receive special services or profits from

them. In the view of mutual exchange, it seems to be greatly equal. The

concerned will carry out a contract in the hope that the other will perform

his duties fully. The conditions of contracts are provided by laws.

However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he information-offer and the

information-collector/the user are never equal. For example, as people use

credit cards more and more, credit card companies have had advantages

over customers in respect of selecting them. The admission requirements

became more difficult and strict. The companies have got to offer more

personal information to those who would want to issue credit cards. They

can reject to issue a credit card if a customer doesn't offer certain

informations. As a matter of the fact, people are placed with the

circumstances that if they want to receive credit cards, they must give the

credit companies the very sensitive and private information.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democratic and equal contracts that the information subjects

* Associate Research Fellow,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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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not determine the scope and amount of their information which they

offer voluntarily to the information-collectors.

There are not many opportunities that the information-offers are enable to

monitor whether the information-collectors/the users fulfill their contractual

duties. In this context, the state takes an active hand in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impossible for the state to intervene in all

contracts which are taken with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state's

intervention is likely to follow after violation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generally the state is involved in those infringe cases through

the victims' complaints, accusations, reporting, and notices. Occasionally,

the state may control the violation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scope is very restrict. In condition that a great deal of web-sites repeat

to set up and disappear day after day, it is doubt whether the state's

protective surveillance to web-sites will have an effect.

On the contrary,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ough the state expose

the illegal companies or the web-sites which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s, the illegally collected and computerized data may not be

done away with.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uterized data, it is

almost meaningless to compare between the origin data and the copy and

once these data circulate within the personal information market, the

withdrawal of them is impossible in most cases.

Consequently, the contractual 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offer and

the information-collector/the user is really not equal, the problem of

protecting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must focus on improving

unequal circumstances. This study starts at this point. To overcome the

actual conditions that the state power and the capital power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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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privacy and collect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enforce to

control their daily lives, we should exactly diagnosis the very core of

current conditions; in other words we must explore how personal

information are violated by many companies, organizations, and web-sites,

what damages the victim are experienced from these violations, and what is

the causes of these infringe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causes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in the view of interaction between the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information-collectors/the users. Especially to

explain individuals' behaviors on offer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I will

apply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 rational choice theory and learning

theory - to the problem and test their actual suitability. Rational choice

theory assumes that individuals off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web-sites

with a resonable profit-cost calculation. But from the perspective of

learning theory, to offer personal information is considered as the results of

unvoluntary and customized behaviors which take place in compulsory

circumstances. Ultimately I will show the facts that individual behaviors

may be more well explained by learning theo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urrent contractual conditions concerned

with u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hanged more impartially and

the protection strategies of personal information be shift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tate and private companies to that of information

subject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to reconstruct

the right of antisurveillance against the state and the capitalist for

protecting individual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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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aises the necessity of triangle-regulatory model which civil

movements - theses are another forms of antisurveillance - watch and

monitor both the functions and abilities of the state in controlling privacy

violation and the autonomous regulations of busines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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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개인정보 보호관련 주요법률과 규제행

위 및 처벌형태

1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침해내용 조항 처벌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

는 행위

23조1항 10년 이하의 징역

②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

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

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 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

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

해 사용하는 행위

23조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③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

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행위
23조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의 ②, ③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4조

양벌규정에 의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침해내용 조항 처벌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

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1조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

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1조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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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내용 조항 처벌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

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2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는 행위

62조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2조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 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

는 행위

62조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

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 을 침해·도용 또

는 누설하는 행위

62조6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업무,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 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된 비 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

는 행위(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는 제외)

63조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의 ③, ④, ⑤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66조

양벌규정에 의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⑨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

지 아니한 행위
67조1항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⑩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

개하는 행위

67조1항2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⑪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

는 행위
67조1항3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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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개인정보 보호관련 주요법률과 규제행위 및 처벌형태

침해내용 조항 처벌

⑫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

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행위
67조1항4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⑬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

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67조1항5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⑭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

에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67조1항6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⑮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의무를 하지 아니하

는 행위
67조1항7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⒃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67조1항8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⒔ 제29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

지 아니하는 행위
67조1항9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⒕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

67조1항

10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⒖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67조1항

1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⒗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7조1항

15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 통신비 보호법

침해내용 조항 처벌

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

득한 통신 또는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16조1항 7년 이하의 징역

②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통신내용 또는 공개되

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

해 사용하는 경우외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16조2항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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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침해내용 조항 처벌

①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

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
32조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신용정보업자등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 조사하

는 행위: 국가안보 및 기 에 관한 정보, 기업의

업비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의

해 수집이 금지된 정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보,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반하는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조사행위

32조2항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

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당해 개인

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제

공·이용자가 신용정보제공업자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32조2항6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개인신용정보를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행위(다만 본인의 동의하

거나 기타법률등에 의해 허가한 경우는 제외)

32조2항7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신용정보업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 허위사실을 의뢰

인에게 알리는 일,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특정인의 소

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수

행을 위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특정인 소

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32조2항8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

나 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 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

용하는 행위(다만 허가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

기 위해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

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제

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정보관련업자로

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타인에게 그 신용정

보를 제공하는 행위

32조2항9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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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개인정보 보호관련 주요법률과 규제행위 및 처벌형태

침해내용 조항 처벌

⑦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

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32조2항

1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를 위탁하는 행위
32조3항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⑨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

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32조3항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⑩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고자 하

는 경우 보유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소거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32조3항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⑪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

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①에서 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34조

양벌규정에 의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⑬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

된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행위

35조1항2호 과태료 300만원

⑭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정보의 종

류·이용목적·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

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시하지 아

니하는 행위

35조1항5호 과태료 300만원

⑮ 신용정보업자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

해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5조1항6호 과태료 300만원

⒃ 본인에 의해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문

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해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

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

지 아니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

용정보업자등이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이내에 제

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35조1항7호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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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차종점수 부여방식

1 . 제1 단계

0) 자동차 소유하지 않음

1) 소형차(1500cc 이하) - 엑셀, 아반테급

현대자동차 : 아토스, 스쿠프, 엑센트(뉴액센트, 액센트 린번), 엑셀, 아

반테(아반테 XD, 아반테 투어링, 올뉴아반테), 엘란트라,

베르나, 스텔라, 포니, 프레스토, 라비타

대우자동차 : 마티즈, 티코, 라노스, 르망, 씨에로, 누비라(누비라2), 에

스페로1.5, 맵시나, 다마스

기아자동차 : 비스토, 아벨라(아벨라 델타), 프라이드(프라이드 베타,

프라이드 웨곤) 세피아(세피아2), 캐피탈, 리오, 스펙트

라(윙), 타우너

2) 중형차1(2000cc 이하) - 소나타급

현대자동차 : 소나타(소나타2, 소나타3, EF소나타), 티뷰론, 마르샤(뉴

마르샤)

대우자동차 : 에스페로1.8, 2.0, 프린스(뉴프린스), 브로엄(뉴브로엄), 매

그너스

기아자동차 : 슈마, 콩코드, 크레도스(크레도스2), 옵티마

삼성자동차 : SM518, 520

3) 중형차2(2500cc 이상) - 그랜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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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현대자동차 : 그랜저(뉴그랜저, 그랜저XG), 다이너스티(뉴다이너스티),

에쿠스

대우자동차 : 슈퍼쌀롱, 체어맨, 아카디아

기아자동차 : 포텐샤(뉴포텐샤), 세이블, 프레지던트, 엔터프라이즈(뉴

엔터프라이즈)

삼성자동차 : SM525

외제 수입차 : 벤츠, BMW, SAAB, 도요다, 피아트, 포드 닛산, 푸조,

GM 다임러클라이슬러, 링컨콘티넨탈 등

4) RV 자동차

현대자동차 : 갤로퍼(갤로퍼2), 싼타모, 스타렉스, 싼타페, 트라제XG,

테라칸

대우자동차 : 레조, 무쏘, 코란도, 렉스턴

기아자동차 : 레토나 쿠르저, 스포티지, (뉴)카렌스, 카스타, 카니발, 록

스타

5) 상용차1(봉고계통)

현대자동차 : 그레이스

대우자동차 : 이스타나

기아자동차 : 봉고(와이드 봉고), 프레지오(네오), 베스타(하이베스타),

파크타운, 뉴봉고

6) 상용차2(소형트럭)

현대자동차 : 포터, 리베로, 마이티(마이티2)

대우자동차 : 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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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차종점수 부여방식

기아자동차 : 봉고프런티어, 프런티어 1.4/2.5, 라이노, 트레이드, 타이

탄

삼성자동차 : 야무진(1톤)

7) 대형화물차, 대형 버스

8) 기타

** 위 차량 분류는 기본적으로 배기량과 기본차종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임. 예를 들어 그랜저 2.0는 배기량으로는 “2(중형차1)”이지만, 기본

가격으로는 “3(중형차2)”에 해당함. 본 설문지 코딩에서는 “3”번으로 표기

할 것. 또한 “그랜저”라고만 표시하면 코딩번호는 “3(중형차2)”으로 할 것.

배기량에 따라 소형차-중형차1, 중형차1-중형차2에 속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차종의 가장 대표모델의 번호를 선택할 것. 코딩번호에 포함된 차종

이 그 모델의 대표차량임.

2 . 제2단계

제1단계에서 구체적인 차종에 대한 점수부여가 완료되면, 배기량과 차량

가격 및 차종에 대한 사회적 위세 등을 감안하여 제1단계의 차종점수를 3

단계로 재분류한다.

소형차 = 1, 5, 6, 7, 8

중형차 = 2, 4

고급승용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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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단, 한 가구에서 소형차를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차종점수는 2. 중형차1

을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차종점수는 3. 중형차1과 RV차량을 보유할 경우

차종점수는 3을 부여한다. 상용차1과 상용차2의 차종점수를 소형차와 같은

1점으로 정한 것은 비록 이 차종들이 가격 면에서는 소형차보다 훨씬 높

게 나가지만 사회적 위세로 볼 경우에는 소형차보다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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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범죄현상을 분석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연구기관입니다. 금

년에 본 연구원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

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며, 응답된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해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이므로, 여러분의 개별응답은 절대

비 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나 주소는 쓰실 필요가 없으며 다

만 각 질문에 대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동향연구실에서 주관하고 있습

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전화 : 575-5288, FAX : 575-5290)

연구책임자 : 김 성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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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A. 먼저 우리사회에 관한 일반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최근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매우 관심있는 그저 관심없는 전혀
관심많다 편이다 그렇다 편이다 관심없다

1 2 3 4 5

1) 청소년범죄 1 2 3 4 5

2) 교육문제 1 2 3 4 5

3) 물가안정 1 2 3 4 5

4) 주택문제 1 2 3 4 5

5) 사생활보호문제 1 2 3 4 5

6) 환경보호 1 2 3 4 5

7) 경기부양 1 2 3 4 5

8) 정치문제 1 2 3 4 5

2. 향후 10년간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써 주십시오.

2.1. 가장 중요한 것 2.2. 두 번째로 중요한 것

1) 고도성장 2) 국방강화

3) 직장과 사회에서의 참여증대 4)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일

3.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 가장 중요한 것 3.2. 두 번째로 중요한 것

1) 사회질서의 유지 2)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참여의 확대

3) 물가상승의 억제 4) 언론자유의 확대

4.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가장 중요한 것 4.2. 두 번째로 중요한 것

1) 경제안정 2) 더욱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3) 돈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 4) 범죄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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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설문지

B. 현재 은행구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기 위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

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행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항상 보통은 보통은 항상
제공할 제공할 거부할 거부할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1 2 3 4

1) 성명 1 2 3 4

2) 주민등록번호 1 2 3 4

3) 주소 1 2 3 4

4) 전화번호 1 2 3 4

5) 성별 1 2 3 4

6) 출신지역 1 2 3 4

7) 출신학교명 1 2 3 4

8) 결혼여부 1 2 3 4

2.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귀하의 가족정보들을 요구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항상 보통은 보통은 항상
제공할 제공할 거부할 거부할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1 2 3 4

1) 부모의 인적사항 1 2 3 4

2) 배우자의 인적사항 1 2 3 4

3) 자녀의 인적사항 1 2 3 4

4) 형제 자매의 인적사항 1 2 3 4

3.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귀하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항상 보통은 보통은 항상
제공할 제공할 거부할 거부할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1 2 3 4

1) 직장명 1 2 3 4

2) 직장주소 1 2 3 4

3) 직장전화번호 1 2 3 4

4) 직위 1 2 3 4

5) 과거 직장에 대한 정보 1 2 3 4

3 4 7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4.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정보를 요구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항상 보통은 보통은 항상
제공할 제공할 거부할 거부할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1 2 3 4

1) 은행잔고 1 2 3 4

2) 부채현황 1 2 3 4

3)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 1 2 3 4

4) 소유차량에 대한 정보 1 2 3 4

5) 주식, 채권,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 1 2 3 4

6) 부동산 정보 1 2 3 4

7) 월수입 1 2 3 4

8)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정보 1 2 3 4

5.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귀하 및 귀하 가족의 의료관련 정보를 요구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항상 보통은 보통은 항상
제공할 제공할 거부할 거부할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1 2 3 4

1) 귀하의 의료기록 1 2 3 4

2) 가족의 질병기록 1 2 3 4

3) 귀하의 신체장애 1 2 3 4

4) 귀하의 혈액형 1 2 3 4

5) 귀하의 신장 1 2 3 4

6) 귀하의 몸무게 1 2 3 4

6.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귀하의 취미 및 기호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항상 보통은 보통은 항상
제공할 제공할 거부할 거부할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것 같다

1 2 3 4

1) 비디오 대여기록 1 2 3 4

2) 성생활, 성적취향 1 2 3 4

3) 정기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종류 1 2 3 4

4) 백화점 구매정보 1 2 3 4

5) 좋아하는 음식 1 2 3 4

6)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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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설문지

C. 다음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의 한 사례

입니다. 이 사례를 읽어보신 후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어느 자동차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승용차의 품질평가단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벌렸다. 이 캠

페인은 응모자 중 200명을 선정하여, 이 승용차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이들로부터 그 성능

및 품질을 검증받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15만 명이 응모하 는데, 이 자동차회사는 응모신

청서에 게재한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자사를 선전하기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 다.

1. 위와 같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중립 4) 반대하는 편이다

5) 전적으로 반대한다

1.1. 만약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을 제한한다면 국가의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을 제한한다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3)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는 상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5)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 기타 ( )

1.2. 만약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2) 이러한 마케팅활동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3)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마케팅활동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 기타 ( )

2. 이러한 마케팅 활동의 규제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활동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2)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3)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규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양성화되어야 한다.

6)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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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D. 다음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제3자에게의 제공 등에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저 반대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편이다 그렇다 편이다 반대한다

1 2 3 4 5

1) 기업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2) 기업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3)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기업간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정말 그런 그저 그렇지 전혀 모르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은 그렇지 겠다

편이다 않다
1 2 3 4 5 6

4)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 2 3 4 5 6

5)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1 2 3 4 5 6

6)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새로운

판매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1 2 3 4 5 6

7)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허락한 것과는 다른용도

로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1 2 3 4 5 6

8)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서로 교환

하거나 제휴하고 있다. 1 2 3 4 5 6

9) 기업들은 필요 이상으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 2 3 4 5 6

정말 그런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2 3 4 5

10) 나는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불편하다. 1 2 3 4 5

11) 나는 기업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기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 때문에

나의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될까 바 걱정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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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개별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여쭈어볼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두 개의 진술 중에서

귀하의 생각에 보다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개인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다음 진술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비록 공개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일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2)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열람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3) 두 의견 모두 반대 4) 두 의견 모두 찬성

5) 잘 모르겠다

2. ‘언론보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다음 진술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비록 취재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진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2) 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도,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두 의견 모두 반대 4) 두 의견 모두 찬성

5) 잘 모르겠다

3.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활동’과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다음 진술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국가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2) 설령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3) 두 의견 모두 반대 4) 두 의견 모두 찬성

5) 잘 모르겠다

4. ‘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공직자의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다음 진술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상황, 학력,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2)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이다

3) 두 의견 모두 반대 4) 두 의견 모두 찬성

5)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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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고용주의 다음 행위들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허용될 수 없다고 보십니까?

항상 가끔은 중립 허용되기 결코
허용된다 허용될 어렵다 허용될

수 있다 수 없다
1 2 3 4 5

1. 직원들의 전화통화를 감청하는 일 1 2 3 4 5

2. 직원들의 전과기록 유무를 조회하는 일 1 2 3 4 5

3. 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열하는 일 1 2 3 4 5

4.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는 일 1 2 3 4 5

5. 직원들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일 1 2 3 4 5

6. 직원들의 직장 밖에서의 생활을 통제하는 일 1 2 3 4 5

7. 직원들의 건강상태나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일 1 2 3 4 5

8. 감시카메라로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일 1 2 3 4 5

G. 다음과 같은 진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2 3 4 5

1. 나는 나의 고용주가 요청한다면, 나의 사생활에

대해 고용주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1 2 3 4 5

2. 나는 나의 고용주가 요청한다면, 나의 건강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1 2 3 4 5

3. 나는 나의 고용주가 요청한다면, 나의 가족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고용주가 요청한다면, 나의 신용

상태에 대해 고용주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1 2 3 4 5

H.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방법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1. 귀하께서는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전화나 우편물을 받았을 때,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대처할 수 있다 2)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3) 그저 그렇다 4)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다

5)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전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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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는 귀하의 성명, 소득,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과 같은 개인의 세부사항들을 질문하는

서식이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질문은 응답하지 않은

채 남겨 둔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많다 2) 많은 편이다

3) 적은 편이다 4) 전혀 없다

3. 귀하께서는 일반기업에서 요청하는 항목들이 너무도 사적인 성질의 것이어서 이를 거절

한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많다 2) 많은 편이다

3) 적은 편이다 4) 전혀 없다

4. 귀하께서는 일반기업에 대해 그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고객리스트로부터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많다 2) 많은 편이다

3) 적은 편이다 4) 전혀 없다

5. 다음 중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5.1. 가장 피해가 큰 것 5.2.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것 5.3. 세 번째로 피해가 큰 것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학력정보

5) 직장관련정보 6) 출신지 7) 가족사항 8) 의료기록

9) 재산상황 10) 신용상태 11) 노조활동 12) 정당활동

13) 종교활동 14) 취미, 기호

6. 다음 중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조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6.1. 가장 우려가 높은 곳 6.2. 두 번째로 우려가 높은 곳 6.3. 세 번째로 우려가 높은 곳

1) 은행 2) 증권회사 3) 보험회사 4) 신용카드회사

5) 신용평가기관 6) 의료기관 7) 구청, 동사무소 8) 언론, 방송사

9) 수사기관 10) 인터넷쇼핑몰 11) 백화점, 할인매장 12) 항공사

13) 세무서 14) 심부름센터 15) 퀵서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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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귀하의 의료기록이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모르겠다

↓

1.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모르겠다

2.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귀하의 신용기록이 불법적으로 수집되거나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모르겠다

↓

2.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모르겠다

3.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귀하의 법률위반기록이 불법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3.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4.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나 통장 등을

불법적으로 발급 받은 일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4.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5. 지난 1년 사이에 귀하가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상품을 선전하는 전화나 우편물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5.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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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 1년 사이에 귀하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멤버십카드 등이 귀하에게

배달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6.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J. 다음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1. 다음 중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경험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1) 귀하의 의료기록이 불법적으로 이용 혹은 유출된 일

2) 귀하의 신용기록이 불법적으로 수집 혹은 유출된 일

3) 귀하의 법률위반기록이 불법적으로 공개된 일

4) 누군가가 귀하의 명의로 신용카드나 통장을 발급 받은 일

5) 전혀 알지 못하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전화나 우편물을 받은 일

6)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백화점 회원카드, 멤버십카드 등이 배달된 일

7) 위의 사건 중 어느 것도 경험하지 못했다. ( ☞ 11페이지로 바로 가십시오.)

2. 그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전부 골라주십시오.

1) 경제적·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2) 개인적인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

3) 두려움, 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 4) 기분이 몹시 나빴다

5)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6) 기타 ( )

3. 그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신고하 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전부 골라 주십시오.

1)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

2) 개인정보보호센터와 같이 그러한 피해를 전담하는 기관에 신고하 다.

3) 개인정보보호에 힘쓰는 민간단체에 알려 조언을 구했다.

4) 언론이나 방송사에 알렸다. 5)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 다.

6) 아무에게 알리지도 신고하지도 않았다. 7) 기타( )

3.1. 만약 그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고방법을 몰라서 2) 신고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3)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4) 신고해도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5)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6)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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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K.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 귀하의 집(계단, 복도, 옥상, 지하실, 정원, 차고 등 포함)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1.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2.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귀하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거나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모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

2.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2..2 만약 지금까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귀하에게 모욕을 가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발생한 것이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응답)

1)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되었다. 2)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3) 직장게시판에 공개되었다. 4) 복사물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다.

5)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나에게 직접 행해졌다.

6) 누군가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가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7) 기타( )

8)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

3. 지난 1년 사이에 귀하의 사적인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녹음 혹은

감청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모르겠다

↓

3.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모르겠다

4. 지난 1년 사이에 귀하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사실 등이 누군가에 의해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 등에 임의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4.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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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감시하거나 미행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모르겠다

↓

5.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모르겠다

6.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6.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7.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7.1.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L. 다음은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비 의 침해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1. 다음 중 귀하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1) 누군가 귀하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한 일

2) 누군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귀하에게 모욕을 가한 일

3) 누군가 귀하의 사적인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거나 감청한 일

4) 누군가 귀하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사실 등을 언론, 방송, 인터넷, 기타 게시판 등에

임의로 공개한 일

5) 누군가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을 감시하거나 미행한 일

6) 어느 것도 경험하지 못했다. ( ☞ 13페이지 <M항목>의 1번으로 바로 가십시오.)

2. 그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전부 골라주십시오.

1) 경제적·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2) 개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

3) 두려움, 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

4) 기분이 몹시 나빴다.

5) 기타 ( )

6)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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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피해를 신고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렸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전부 골라 주십시오.

1)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

2) 개인의 사생활보호 문제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에 알려 조언을 구했다.

3) 언론이나 방송사에 알렸다.

4) 경찰이나 검찰에 그 피해를 신고하 다.

5) 아무에게 알리지도 신고하지도 않았다.

6) 기타( )

3.1. 만약 그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고방법을 몰라서 2) 신고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3)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4) 신고해도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5)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6) 기타 ( )

M. 다음은 직장에서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지난 1년간 귀하는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거의 종종 매우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많았다

1 2 3 4

1) 귀하의 이메일이 검열된 일 1 2 3 4

2) 감시카메라에 의해 귀하의 행동이 관찰된 일 1 2 3 4

3) 귀하가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검사된 일 1 2 3 4

4) 직장상사에 의해 전화통화가 도청된 일 1 2 3 4

5) 직장상사가 귀하의 신용상태를 문제삼은 일 1 2 3 4

6) 직장상사가 귀하의 사생활을 문제삼은 일 1 2 3 4

7) 직장상사가 귀하의 건강상태나 의료기록을 문제삼은 일 1 2 3 4

2. 귀하는 기업체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다음 조치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정부의 엄격한 규제 2) 기업의 자율적 규제

3)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4) 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5) 일반 개개인 스스로가 조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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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설문지

N. 다음은 귀하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1. 귀하는 인터넷을 하십니까?

1) 한다 2) 안 한다 → 22페이지 S-1번 문항으로 바로 가십시오.

↓

2.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인터넷을 하십니까?

1) 30분 이내 2) 1시간 이내 3) 2-3시간

4) 4-5시간 5) 6-7시간 6) 8시간 이상

3. 지난 6개월 사이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해서 인터넷상에서 지출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 전혀 없다 2) 1만원 이내 3) 2-5만원 4) 6-9만원 5) 10만원 이상

4. 귀하께서는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가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

4.1.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사이트가 있다면 대략 몇 개 정도에 가입하셨습니까?

1) 5개 이하 2) 10개 이하 3) 15개 이하 4) 20개 이하 5) 25개 이하

6) 30개 이하 7) 35개 이하 8) 40개 이하 9) 41개 이상

5. 귀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인터넷 자료검색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익숙하다 2) 익숙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익숙하지 못한 편이다

5) 전혀 익숙하지 못하다

6. 귀하는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십니까?

1) 항상 제공한다 2) 보통은 제공하는 편이다

3) 보통은 제공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7. 귀하는 웹사이트에 등록하기 전에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읽습니까?

1) 항상 읽는다 2) 읽는 편이다

3) 읽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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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만약 웹사이트 등록 전에 그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읽지 않는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귀찮아서

2) 읽는다고 나의 결정이 달라질 게 없으므로

3) 웹사이트에서 제시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대개 형식적이기 때문에

4)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6) 기타( )

8. 귀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귀하의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십니까?

1) 매우 우려한다 2) 우려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우려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9. 귀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상품판매나 광고발송에 사용하는 어떤 리스트로부터

귀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1) 아주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몇 번 있다 4) 전혀 없다

10. 귀하께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예약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우려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방법을 요청하거나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1) 아주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몇 번 있다 4) 전혀 없다

11. 귀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거짓정보를 기재한 적이

있습니까?

1) 아주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몇 번 있다 4) 전혀 없다

12. 귀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회원가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 아주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몇 번 있다 4)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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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래 제시된 을 잘 읽으시고, 해당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가 인터넷을 통해 투자상담을 해주는 은행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이트에서는 귀하에게 소득, 현재 투자상황, 투자목표 등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

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귀하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1. 귀하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소득, 투자상황, 투자목표 등)를 제공하시겠습니까?

1) 확실히 제공할 것이다. 2) 아마도 제공할 것이다.

3) 분명하지 않다. 4) 아마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5) 확실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1.1. 만약 이 은행 사이트에서 귀하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귀하에게

투자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준다면, 귀하는 위의 <문항1>에서 요구되었던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1) 확실히 제공할 것이다. 2) 아마도 제공할 것이다.

3) 분명하지 않다. 4) 아마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5) 확실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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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뉴스, 날씨, 스포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셨습니다. 귀하가 흥미를 갖고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귀하의 우편번호와 귀하의 관심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귀하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의 관심에 맞는 정보를 제공

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 사이트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성명은 요

구하지 않습니다.

2. 귀하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우편번호와 관심사항 등)를 제공하시겠습니까?

1) 확실히 제공할 것이다. 2) 아마도 제공할 것이다.

3) 분명하지 않다. 4) 아마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5) 확실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2.1. 만약 이 사이트에서 귀하의 이름을 요구한다면, 귀하는 앞의 <문항2>에서 요구되었던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1) 확실히 제공할 것이다. 2) 아마도 제공할 것이다.

3) 분명하지 않다. 4) 아마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5) 확실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2.2. 만약 이 사이트에서 귀하의 이름을 수집하지만, 귀하가 석 달 동안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이름과 다른 모든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마련

하고 있다면, 귀하는 앞의 <문항2>에서 요구되었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적게 제공하시겠습니까?

1)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2) 더 적게 제공할 것이다.

3) 나의 응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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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귀하는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찾던 도중, 흥미로운 웹사이트를 발견하 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들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하면 상품쿠폰뿐만 아니라 부가정보의 팜플렛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는 회원등록시 귀하의 이름과 주소 등을 요구합니다.

3. 귀하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성명, 주소 등)를 제공하시겠습니까?

1) 확실히 제공할 것이다. 2) 아마도 제공할 것이다.

3) 분명하지 않다. 4) 아마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5) 확실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3.1. 만약 이 사이트에서 귀하의 이름과 주소 등을 원래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귀하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

하시겠습니까? 더 적게 제공하시겠습니까?

1)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2) 더 적게 제공할 것이다.

3) 나의 응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2. 만약 이 사이트가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오직 귀하에게 팜플렛과 상품쿠폰을 보내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시겠습니까? 더 적게 제공하시겠습니까?

1)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2) 더 적게 제공할 것이다.

3) 나의 응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3. 만약 이 사이트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팜플렛과 상품쿠폰을 보내는 데 사용할 뿐 아니라,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고, 이를 다른 회사와 공유한다면, 귀하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시겠습니까? 더 적게 제공하시겠습니까?

1)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2) 더 적게 제공할 것이다.

3) 나의 응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4. 만약 귀하가 원할 경우, 이 사이트의 메일리스트에서 귀하의 정보를 삭제한다면, 귀하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시겠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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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다음 질문은 귀하께서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가를 측정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이트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이트를 하나만 선정하여 주십시오.

1. 그 사이트는 어떤 종류의 인터넷 사이트입니까?

1) 일반기업, 기업포럼, 관공서, 대학 사이트

2) 컴퓨터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사이트

3) 정보통신업체 사이트(n016, TTL 등)

4) 신문/잡지/방송 관련 사이트

5) 쇼핑사이트(아마존, 인터파크 등 쇼핑몰)

6) 정보제공형 사이트(어학, 화, 음악, 건강, 의료, 육아, 시장정보 제공 사이트 등)

7)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야후, 심마니, 네티앙 등)

8) 커뮤니티 사이트 외 자생적으로 형성된 개인·친목사이트(취미동호회 등)

9) 오락, 게임 관련 사이트

10) 기타( )

11) 인터넷 사이트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 ( ☞ 21페이지 5번 문항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 1주일 이내 2) 2주일 이내 3) 1개월 이내

4) 3개월 이내 5) 6개월 이내 6) 11개월 이내

7) 12개월 이상

3. 귀하가 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전부 골라 주십시오.

1) 단순한 흥미에서

2)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3) 상품구매나 예약 등을 위해

4) 경품 등 회원가입 때 주어지는 보상이 매력적이어서

5)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기 위해

6) 메일이나 홈페이지 등 부가적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7) 기타 ( )

4. 이 사이트의 회원등록 때 귀하에게 요청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제공하셨습니까?

1)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히 제공하 다.

2) 대체적으로 충실히 제공하 다.

3) 필수사항만 제공하고 선택사항은 비워두었다

4) 거짓정보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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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은 현재 귀하께서 회원으로 가입 중인 사이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앞에

서와 마찬가지로 가입한 사이트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위에서 선택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

인 사이트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귀하가 가입한 사이트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런 그저 그렇지 전혀 모르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은 그렇지 겠다

편이다 않다
1 2 3 4 5 6

1)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잘 알려진 사이트이다. 1 2 3 4 5 6

2)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회원수가 많다. 1 2 3 4 5 6

3)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 2 3 4 5 6

4)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6

2. 이번에는 귀하가 가입한 사이트에서 회원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2 3

1)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회원이 원할 때 자신의

정보에 관해 열람,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1 2 3

2)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가입시 명기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개인의 사전동의를 받는다. 1 2 3

3)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회원에게 소식메일을

받아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란이 있다. 1 2 3

3. 다음은 귀하가 가입한 사이트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런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2 3 4 5

1) 이 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 1 2 3 4 5

2) 이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가 내게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이 사이트로부터 받는 이메일은 내게 도움이 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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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인터넷상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위에서 선택한 가장 활동적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런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2 3 4 5

1)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나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1 2 3 4 5

2)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3) 이 사이트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이 사이트에 제공한 나의 개인정보로 인해 나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웹사이트가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가 가는 순서대로 보기에서 골라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5.1.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 5.2. 두 번째로 신뢰하는 사이트 5.3. 세 번째로 신뢰하는 사이트

1)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좋은 사이트

2) 내가 신뢰하는 회사, 조직에 의해 운 되는 사이트

3)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명확히 밝힌 웹사이트

4)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

5) 네티즌들로부터의 지명도가 높은 웹사이트

6)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웹사이트

7)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책을 명확히 제시한 사이트

8) 기타 ( )

6.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이용을 규제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 2) 해당기업이나 사이트

3) 민간 자율규제기구 4)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개인

5) 웹사이트가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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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다음은 사이버 상에서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지난 1년간 온라인 상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1-2번 3-5번 6-9번 10번이상
1 2 3 4 5

1. 온라인상에서의 신용카드의 도용 1 2 3 4 5

2. 사이버뱅킹이나 사이버증권의 도용 1 2 3 4 5

3. 전자문서(웹콘텐츠 포함)의 도용, 변조, 파괴 1 2 3 4 5

4. 귀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1 2 3 4 5

5. 몰래카메라에 의한 귀하의 사생활침해 1 2 3 4 5

6. ID나 패스워드의 도용 1 2 3 4 5

7. 누군가 귀하의 정보로 특정사이트에 가입함 1 2 3 4 5

8. 지금까지 스팸메일(원치 않는/정체불명의 전자우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매일 받는다. 2) 2-3일 간격으로 받는다

3) 4-6일 간격으로 받는다. 4) 일주일 간격으로 받는다.

5) 2-4주 간격으로 받는다. 6) 1개월 간격으로 받는다

7) 뜸하게 받는다. 8) 받아본 적이 없다.

S.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귀하의 정보는

오직 설문에 응해주신 응답자들을 분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일반적으로 말해서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진보적이다 2) 중도적이다 3) 보수적이다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성 2) 여성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4.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1) 기혼 2) 동거 3) 별거 4) 이혼 5) 사별 6) 미혼

5.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1) 초등학교 이하 2) 중학교(중퇴 포함) 3) 고등학교(중퇴포함)

4) 전문대학(재학, 중퇴, 졸업) 5) 대학교(재학, 중퇴, 졸업)

6) 대학원 이상 7)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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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6)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 4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10) 450만원 이상

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1) 단독주택 2) 다세대 주택, 빌라 3) 아파트

4) 판자집 5) 상가건물 6) 기타

8.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1) 자가소유 2) 전세(독채) 3) 전세(방)

4) 월세 5) 기타 ( )

9.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6) 6개 7) 7개 8) 8개 이상

10. 집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차량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없다 2) 있다 (차종 : ______________________ )

11. 다음의 생활용품들 가운데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전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세탁기 2) 대형 오디오 3) 콘도회원권

4) 에어콘 5) 디지털 캠코더 6) 김치냉장고

7) 스포츠센터 회원권 8) 29인치 이상의 TV 9) 가스오븐

10) 냉장고 11) 전자렌지

12. 귀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의 직업분류표에서 골라 그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13. 귀하가 근무하는 직장의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 5인 이하 2) 6-9인 3) 10-19인 4) 20-49인

5) 50-99인 6) 100-199인 7) 200-299인 8) 300인 이상

9) 직업이 없다.

3 6 8



부록3 : 설문지

14. 귀하는 일반시민들이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현재 그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2) 과거에 그러한 일에 종사했다.

3) 그러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없다.

<직업분류표>

◈ 전문직
11) 의사 12) 약사, 간호사
13)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14) 대학교수, 연구원
15) 교사 16) 언론인, 방송인
17) 종교인, 체육인, 예술가 18) 엔지니어(구체적으로： )
19) 기타(구체적으로： )

◈ 관리직
21) 기업체 경 주(5인 이상 고용) 22) 기업체 간부(부장 이상)
23) 고급공무원(중앙관서 과장 이상) 24) 사회단체 간부(부장 이상)
25) 군인( 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26) 기타(구체적으로： )

◈ 사무직
31) 회사원, 은행원(과장급 이하), 일반 공무원(사무관 이하)
32)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
33) 전화교환수, 집배원, 타이피스트
34)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37) 기타(구체적으로： )

◈ 판매직
41) 도·소매 상인(5인 미만 고용), 부동산 중개인
42) 판매점원, 외판원
43) 행상, 노점상 44) 기타(구체적으로： )

◈ 서비스직
51) 음식점, 여관,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등의 주인
52) 음식점, 여관,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등의 종업원
53) 청소부, 파출부, 수위 54) 기타(구체적으로 : )

◈ 생산직
61)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숙련공, 기능공 62) 공장근로자
63) 견습공, 비숙련공,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64( 운전자(자동차, 중장비)
65) 광부 66) 기타(구체적으로: )

◈ 농어민
71) 부농(2정보, 6천평 이상) 72) 중농(1-2정보, 3천-6천평)
73) 소농(0.5-1정보, 1천5백-3천평) 74) 빈농(0.5정보, 1천5백평 미만)
75) 농업노동자, 품일꾼 76) 축산·낙농업자
77) 선주 78) 어부, 수산·양식업자
79) 기타(구체적으로： )

◈ 미취업
81) 주부 82) 정년퇴직자, 연금생활자
83) 무직, 실업자 84) 기타(구체적으로： )

◈ 분류불능 91) 분류불능(구체적으로： )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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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조사원 기록사항>

☆ 아래는 조사하러 나간 사람들이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1.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

____ 1) 도시의 주거지역 ____ 2) 도시의 상업지역

____ 3) 도시의 공업지역 ____ 4) 도시적 특성을 지닌 농어촌

2. 조사대상자의 거주주택 유형

____ 1) 단독주택 ____ 2) 연립주택

____ 3) 다세대주택 ____ 4) 저층(5층 이하) 아파트

____ 5) 고층(6층 이상) 아파트 ____ 6) 상가건물

____ 7) 기타(구체적으로 : )

3. 조사방법

____ 1) 면접 ____ 2) 응답자 기재 ____ 3) 병행

4. 응답자의 반응

____ 1) 매우 흥미를 느꼈다

____ 2) 흥미를 느끼는 편이었다

____ 3) 별로 흥미로와 하지 않았다

5. 총 소요시간

______________ 분

면접자 : 이름 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면접일시 :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부터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까지

면접지역 : __________ 구 ________________ 동 ___________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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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표(개인정보침해)

Ⅰ. 범죄사건 관련사항

1. 검찰 기관명(조사장소)

1) 서울지방검찰청 2) 서울지검 동부지청 3) 서울지검 남부지청

4) 서울지검 북부지청 5) 서울지검 서부지청 6)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2. 검찰 사건번호 : ( 년 형제 호)

3. 입건일시 및 송치경찰서 : ( 년 월 일 경찰서)

4. 사건발생 일시 : ( 년 월 일 시 분경)

5. 사건발생지 : ( 시/도 구/시/군)

6. 사건유형

1)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3) 신용정보법 4) 통신비 보호법

5) 기타(구체적으로: )

7. 다른 범죄와의 경합성 : 1) 순수한 개인정보침해 2) 다른 범죄와의 경합

8. 피해자의 유형

1) 특정인 2) 소수의 특정인 3) 불특정 다수

4) 기타 (구체적으로: )

9. 가해자의 유형

1) 일반개인 2) 공무원 3) 관공서

4) 민간기업체 5) 민간기업체 직원

6) 기타(구체적으로: )

9.1. 가해자의 소속

1) 일반인 2) 정보수집업자 3) 정보가공업자

4) 신용카드회사 5) 증권회사 6) 보험회사

7)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8) 일반관공서 9) 경찰, 국정원, 보안사 등

10)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 11) 이동통신회사

12) 인터넷 쇼핑몰 13) 병원, 의료기관 14) 심부름센터

15) 인터넷 동호회사이트 운 자 16) 퀵서비스업체

1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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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가해자의 신분

1) 조직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2) 조직 내에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조직 내에서 정보취급과 관련하여 권한이 없는 자

4) 조직이나 기업체의 경 책임자

5)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정보수집자/가공자

6) 외부인

7) 기타( )

10. 피의자(범죄자)의 수 : (남자 명, 여자 명/합계 명)

(조직 개)

11. 침해된 정보의 유형(해당되는 것 전부 선택)

1) 개인신상(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2) 의료정보

3) 신용정보

4) 재산정보

5) 직장관련 정보

6) 가족정보

7) 교육 및 훈련정보

8) 병역관련 정보

9) 범죄기록

10) 인터넷상의 ID, 패스워드

11) 이메일주소

12) 인터넷 활동내역

13) 개인의 소비패턴

14) 취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관련 정보

15) 차량관련 정보

16) 보험관련 정보

17) 연구업적, 연구논문, 실험결과 등 개인의 창작결과물

18) 노조활동 관련 정보

19)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활동 관련 정보

20) 종교활동 관련 정보

21) 성생활 성적 기호나 취향에 관계된 정보

22) 개인의 사진, 상, 음성 등

2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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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 침해장소

1) 관공서 2) 일반기업 3)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4) 신용카드 회사 4) 신용정보업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

6) 의료기관 7) 학교 8) 인터넷 사이트

9)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10) 우편광고업자 11) 통신회사/이동통신회사

12) 통신과정 13) 인터넷에서의 메일, 파일 등의 전송과정

14) 피해자의 주택 15) 피해자의 연구실, 사무실

16) 기타 사적인 장소 17) 공공장소

18) 기타( )

12-1. 개인정보의 가공형태

1) 수작업으로 처리된 문자, 부호 2) 전산처리된 문자, 부호

3) 음성, 음향으로 처리됨 4) 상 등으로 처리됨

5) 기타( )

13 개인정보 침해유형의 대분류

1) 정보의 수집 ☞ 13-1번으로

2) 정보의 유지, 관리 ☞ 13-2번으로

3) 수집목적 이외의 정보이용(제3자와의 정보공유/제공/거래, 자사제품의

광고에 활용 등) ☞ 13-3번으로

4) 정보의 불법유출 ☞ 13-4번으로

5)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카드나 통장 등의 불법발급 ☞ 13-5번으로

6) 불법적인 감시, 감청, 검열 등 ☞ 13-6번으로

7)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위반 ☞ 13-7번으로

8) 업무상 취득한 비 의 누설 ☞ 13-8번으로

9) 수신자의 동의 없는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 13-9번으로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명예훼손 ☞ 13-10번으로

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 13-11번으로

12) 기타( )

13-1. (개인정보의 수집의 경우) 정보수집의 세부적 유형

1)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2)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3) 내용의 허위기재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 미이행

5)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6) 기타( )

13-1-1. 개인정보의 제공자

1) 개인정보주체가 직접 제공 2) 정보 1차 수집업자의 불법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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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1차 수집업자로부터 수집 4) 정보(수집)가공업자로부터 수집

5) 업체에 보관된 매출전표로부터 6) 신용카드 등의 전자띠로부터

7) 기타 ( )

13-1-2. 개인정보 수집장소

1) 온라인상 2) 오프라인상 3) 온라인+오프라인

13-1-3. 개인정보의 출처(수집과정)

1) 회원등록 시 2) 카드 혹은 계좌개설 시

3) 회원명부 등에서 직접 수집 4) 진료기록 등에서 직접 수집

5)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직접 수집 6) 쿠키 등을 통해 수집

7) 기업의 인사카드 등에서 직접 수집 8) 앙케이트조사 등을 통한 수집

9) 우편발송업자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

10) 개인정보 수집업자/가공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11) 기타( )

13-1-4. (과다한 개인정보의 수집의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형은

1) 국가의 안보 및 기 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업비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등과 같은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7) 기타( )

13-2. (개인정보 유지, 관리에 의한 침해의 경우) 정보관리의 침해유형

1) 변경된 자료를 수정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주체의 정보열람, 정보수정, 철회요구의 거부, 미시행

3) 회원탈퇴 후 개인정보 미파기

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명시 미이행

5) 개인정보 열람, 정정방법 설명 및 실행조치 미이행

6) 동의철회방법설명 및 실행조치 미게시

7)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고지의무 미이행

8)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가공처리

9) 개인정보 관리 소홀(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등)

10)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고서도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함

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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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 이용의 경우) 불법적인 이용의 유형

1) 자사제품의 개별적 광고에 활용(우편, 전화, 혹은 이메일 등으로)

2)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3) 제3자와 개인정보의 공유

4) 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의 미체결

5) 기타( )

13-3-1.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한 사례의 경우) 대가여부

1) 대가 없이 제공

2) 개인정보의 판매

3) 정보의 교환

4) 다른 대가를 염두에 둔 정보의 제공

5) 협력업체간의 정보의 제휴

6) 기타( )

13-3-2.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의 경우) 정보공유의 상대가 개인인가 조직인가

1) 일반개인에게 제공 2) 조직에게 제공 3) 개인+조직에게 제공

13-3-3.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의 경우) 정보공유 상대의 소속

1) 일반개인 2) 내부직원 3) 조직 내 타부서

4) 계열사(계열 조직) 5) 제휴회사

6) 기타 외부기업이나 조직 7) 개인 정보수집업자/정보가공업자

8) 정보수집업체/정보가공업체 9) 경찰, 정보부서 등

10) 기타( )

13-3-4. (정보를 공유 혹은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의 용도는?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

2)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적인/조직적인 용도

3) 둘다

4) 기타( )

13-4. (정보의 불법유출의 경우) 정보유출의 방법

1) 정보관리책임자의 유출 2) 정보관리책임자 이외의 내부자의 유출

3) 외부인과의 공모에 의한 유출 4) 내부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유출

5) 해킹 ☞ 13-4-1번으로

6) 외부자의 침투 및 절취

7) 공안요원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조회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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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정보통신망상의 해킹의 경우) 해킹장소는

1) 특정 사이트 등에 보관 중인 타인의 정보에 대한 해킹

2) 전송중인 타인의 정보를 해킹

3) 기타( )

13-4-2. (정보의 불법유출의 경우) 정보의 도용이나 비 침해, 공개여부

1) 타인 정보나 비 의 단순침해

2) 타인의 정보나 비 을 도용함 ☞ 13-4-2-1번으로

3) 타인의 비 을 누설, 공개함

4) 기타( )

13-4-2-1. (불법유출한 타인정보나 비 을 도용한 경우) 그 내용

1) 개인 혹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2) 개인의 연구업적, 실험결과 등에 관한 정보

3) 기업이나 관공서의 비

4) 기타( )

13-4-2-2. (불법유출한 타인정보, 비 도용의 경우) 그 쓰임

1) 제3자에게 매매

2)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음

3) 기타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의 취득

4) 개인의 업적 등으로 발표

5) 제3자에게 제공

6) 기업이나 연구소, 기타조직에서 활용

7) 기타( )

13-5. 타인의 개인정보의 도용하여 신용카드나 통장 등을 불법발급 받거나 타인의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그 유형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음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은행구좌를 개설

3)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전화나 인터넷 통신(유료) 등에 가입

4)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기타 인터넷 사이트(무료)에 등록

5) 타인의 인터넷 ID, 패스워드 등을 도용하여 특정 사이트를 이용

6) 기타( )

13-6. 불법적인 감시, 검열, 감청의 경우 그 구체적 형태는

1) 온라인상의 이메일의 검열

2) 기타 정보통신망상의 음향, 부호, 상 등의 불법 청취(감청)·공독

3) 우편물 등의 불법검열

4) 일반전화, 이동전화 등의 불법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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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오프라인에서의 전기통신에 의한 음향, 문언, 부호, 상 등의 불법청취·공독

6)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

7) 불법수색, 감시카메라의 설치, 작동

8) 비인가 감청설비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광고 등

9) 기타( )

13-6-1. (불법적인 감시, 검열, 감청의 경우)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내용의 공개여부

1) 공개하 다 2) 공개하지 않았다

13-7.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위반의 경우 위반형태

1)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함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함

4) 조사료, 조회료, 채권추심료,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음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함

6) 정보원,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함

8) 기타( )

13-8. (업무상 취득한 비 누설의 경우) 업무의 형태

1)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의 비 누설

2)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의 공개 혹은 누설

3)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 허가내용 등의 외부 공개 혹은 누설

4) 정보통신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 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5) 기타( )

13-9.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의 경우)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 표명여부

1) 수신자가 알지 못하는(동의를 한 적이 없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2)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3) 기타( )

13-9-1.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의 경우) 전송형태는

1) 전화 2) 우편물 3) 이메일

4) 기타( )

13-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의 형태는

1)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3)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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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13-11.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지속성의 정도

1) 횟수 ( )

2) 기간 ( )일간

14.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실(해당되는 것 전부 선택)

1) 재산상의 손실초래(구체적으로: )

2) 사생활이 노출됨으로써 개인적인 명예나 명성의 사회적 실추를 초래

3) 구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4)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됨

5) 스토킹이나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함

6) 원하지 않는 광고전단, 전화, 우편물, 이메일의 수신

7) 개인정보의 변경 혹은 이중등록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보이용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초래

8) 기타( )

15. 가해자의 동기

1) 사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 2) 해당업체의 기업활동의 일환

3) 우연한 호기심, 자기과시 4) 공공의 이익을 위해

5) 분노, 원한, 복수 6) 제3자의 부탁, 의뢰, 지시 등

7) 애정문제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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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건내용을 간략히 정리할 것(개인정보 침해과정을 도표로 작성)

* 피의자, 피해자 등이 2명 이상일 경우 피의자1, 피의자2, .... 등으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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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범죄자(피의자) 관련사항 : ( 명 가운데 번째)

* 피의자가 두명 이상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 피의자 특성은 범행시(사건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1. 검찰 사건번호(확인) : ( 년 형제 호)

2. 확정년월일 및 종결구분 : ( 년 월 일 )

3. 피의자의 성별 : 1) 남자 2) 여자 3) 조직체

4. 피의자의 연령 : ( 년 월생/ 만 세)

5. 피의자의 주거지 : ( 시/도 구/시/군)

6. 피의자의 죄명 : ( )

* 경합범일 경우 전부 기록

7. 피의자의 직업 :

1) 업종 : ( )

2) 직장 혹은 가게의 규모 : (자본금 원, 종업원수 명)

3) 피의자의 직장에서의 직위 : ( )

8. 피의자의 교육수준(재학, 중퇴, 졸업을 확인할 것)

1) 무학 2) 초등학교 (재학/중퇴/졸업)

3) 중학교(재학/중퇴/졸업) 4)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

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6) 대학교(재학/중퇴/졸업)

7) 대학원 이상(재학/중퇴/졸업)

8) 비해당

9. 피의자의 혼인상태

1) 미혼 2) 기혼 3) 동거 4) 별거 5) 이혼

6) 혼인외동거 7) 사별

8) 기타 (구체적으로 : )

9) 비해당

10. 피의자의 동거가족수 : 본인포함 모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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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의자의 동거가족(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만)

1) 조부모(조부모/조부/조모/무) 2) 아버지(친부/계부/무)

3) 어머니(친모/계모/무) 4) 배우자(유/무)

5) 자녀(유/무), 손자, 손녀(유/무) 6) 미혼형제(유/무)

7) 기혼형제(유/무), 그 배우자(유/무), 그 자녀(유/무)

8) 기타 동거인(구체적으로: )

9) 비해당

12. 피의자의 월평균 수입 : (확인불가/없음/있음(월 만원)

13. 피의자의 주거형태

1) 자기집(부모집 포함) 2) 전세(월세 없는 경우만) 3) 보증부 월세

4) 월세(사 세) 5) 친척집 또는 친구집 6) 하숙 또는 자취

7) 여관 등 숙박업소 8) 주거부정(노숙 등)

9) 기타 ( )

0) 비해당

14. 피의자(범죄자)의 재산 :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15. 피의자의 범죄경력

연번 작성일 입건관서명 죄명 처분일 처분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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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행에 대한 피의자의 계획여부

1) 순전히 우발적 2) 계획적 + 우발적 (내용일부 미리생각)

3) 철저히 계획적 4) 다른 대상자 또는 범죄의 부수적 결과

17. 피의자의 범행 가담의 정도

1) 주도적 역할 2) 보조적 역할 3) 단순가담

18. 범행 후 피의자의 행동

1) 경찰 등에 신고, 자수 : (하지 않음/하 음)

2)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등에 알림 : (하지 않음/하 음)

3) 현장으로부터 도피 : (하지않음/하 음)

4) 범행내용의 은폐시도 : (하지않음/하 음 (내용: )

19. 검거 또는 체포된 경위

1) 현행범으로 검거 2) 본인이 자수

3) 피해자(측)의 고소, 고발 4) 타인의 신고

4) 경찰등의 인지, 탐문 5)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20. 사건발생에서 검거까지의 기간

1) 1시간 이내 2) 1일 이내

3) 3일 이내 4) 1주일 이내

5) 15일 이내 6) 1개월 이내

7) 3개월 이내 8) 6개월 이내

9) 6개월 이상

21. 범행 직후의 사건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감정

1)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 2) 반반이다 3) 자신이 잘못이라고 시인

22. 범행 이후 피의자의 반성 내지 후회의 정도

1) 양호 2) 보통 3) 불량 4) 미상

23. 구속여부 : 1) 구속 2) 불구속 3) 보석

24. 자백여부 : 1) 자백 2) 일부자백 3) 부인 4) 묵비

25. 기소, 불기소 여부

1) 기소(구공판) 2) 기소(구약식)

3) 기소유예 3) 기소중지

5) 혐의없음 6) 죄가 안됨

7) 공소권없음 8)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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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설문지

불기소(3-7번)의 이유: 피해자의 주장/가해자의 주장/검찰의 해석 등으로 구분해서

26. 제1심의 재판부, 변호사

1) 재판부 : (단독 / 합의부)

2) 변호사 : (사선/국선/없음)

27. 심급별 구형 및 선고형량

구분 검사의 구형내용 판사의 선고내용

제1심

항고심

상소심

** 무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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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해자 관련사항 : ( 명 가운데 번째)

1. 검찰 사건번호(확인) : ( 년 형제 호)

2. 피해자의 유형: 1) 일반개인 2) 사망한 자 3) 불특정 다수

4) 기타( )

3. 피해자의 성별 1) 남자 2) 여자 3) 비해당(불특정 다수

4. 피해자의 나이 : ( 년 월생, 만 세)

5. 피해자의 주거지 : ( 시/도 구/시/군)

6. 피해자의 직업 : ( )

7. 피해자의 교육수준(재학, 중퇴, 졸업을 확인할 것)

1) 무학 2) 초등학교 (재학/중퇴/졸업)

3) 중학교(재학/중퇴/졸업) 4)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

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6) 대학교(재학/중퇴/졸업)

7) 대학원 이상(재학/중퇴/졸업) 8) 알 수 없음

9) 비해당

8. 피해자의 혼인상태

1) 미혼 2) 기혼 3) 동거 4) 별거 5) 이혼

6) 혼인외동거 7) 사별

8) 기타 (구체적으로 : )

9)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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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설문지

Ⅳ.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상호작용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1)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 2)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제3자의 지시)

3)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 4) 기타( )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3. 피해자(측)의 가해자측에 대한 고소/고발 유무 : 1) 있음 2) 없음

4. 가해자(측)의 피해자에 대한 (맞)고소/고발 유무 : 1) 있음 2) 없음

5. 피해자측의 합의서 제출여부 : 1) 제출 2) 미제출

6-1.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

1) 금전적 보상( 원) 2) 조건 없는 합의(고소취하)

3) 기타 ( )

6. 피해자측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건에 대한 반응 등을 간략히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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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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