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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 이로 인한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발 과 함께 자유로운 정보이동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

여 일상생활의 편익이 증가한 은 매우 정 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사회화의 속한 진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 들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개

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 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실입니다.

특히 형사법  역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그에 한 보호가 문제되

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침해행 가 직 으로 범죄의 성립에 연결될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차원의 문제 는 추상 인 헌법  기본권 보호의 

문제로만 악할 수는 없다는 당 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  개

인정보의 극 인 보호  그 토 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치 한 

구성이야말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사 으로 방하

는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좀더 철 한 보호를 해서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 에 차

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일 것이라는 에 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사  방책으로 들 수 있는 표 인 것이 개인정보보

호 련법제의 체계 이고 한 구성이라 할 것입니다. 즉 개인정보보호

를 한 기본법의 제정은 형사법 으로는 범죄발생의 억제를 한 일반

방  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재 2원  분리방식과 개별분야방식의 



충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서는, 용부문에 따른 

거법령의 상이성이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되는 각 부문에 한 효과 인 법

 규율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령간의 부정합을 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

제 을 야기한다는 지 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시민사회단

체들은 제도개선을 한 고심을 거듭하여 왔으며, 2005년 12월 재 각자

의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 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법안의 내용

을 구체 으로 비교검토하고, 이에 한 입법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는 에서 매우 시의 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여러 쟁 들에 한 문제제기가 

향후 이를 둘러싼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 합니다. 

끝으로, 연구의 수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을 드리며, 

연구를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태정 문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0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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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개인정보의 보호는 사  기틀의 마련과 사후  보완장치의 확립이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그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사후  피해구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좀더 근본 인 책은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 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

러한 사  방책으로는 표 으로 개인정보보호 담법제를 더욱 체

계화하고 하게 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한 기

본법의 제정은 이러한 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형사법  역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문제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의 유출, 오․남용  침해는 직 으로 범죄의 성립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의 유형은 셀 수 없

을 정도로 다양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의 폐해 한 

간과할 수 없는 수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문

제를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차원의 문제 는 추상 인 헌법  기본권 보

호의 문제로 악할 수만은 없다는 당 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의 극 인 보호  그 바탕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치 한 구성이

야말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를 사 으로 방하는 가장 좋은 

형사정책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한 입법방식은 통합(Omnibus)방식, 분리(Segment)방

식, 개별분야(Sectoral)방식의 세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 분리방식과 개별분야방식의 충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을 나 다는 에서는 분리방식에 해당하며, 민간부문은 개

별분야에 따라 개별 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고 있다는 에서 개별분

야방식에 해당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한 거법령의 상이성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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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한 효과 인 법  규율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령간의 부정합을 

래한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원  입법방식에 해서는 많

은 비 이 있어 왔으며, 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개선을 한 고심

을 거듭한 끝에 각자의 표성을 갖는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상

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 법안은 그 취지와 기본  이념에 있어서는 일치하나 구체  내용과 

규율범 , 규율 상 등의 여러 면에 있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장단

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 을 비교하여 

합리 인 방향으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표 인 개인정보

보호 련법령, 즉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되

었던(철회된 법안 포함) 노회찬안, 이은 안, 이은 수정안, 정성호안 등 

4종의 법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법안의 장단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

으로 좀 더 충된 형태의 법안을 제시하는데 을 두었다. 

통합법안의 내용  다음과 같은 부분은 입법정책상 개선을 요한다.

[1] 통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기본법이고 기본법은 법제화된 내용

에 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에서, 선언

 의미이지만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의 천명하고, 이를 수하여야 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2] 보호 상 정보의 물  용범 와 련하여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외의 정보 한 보호되는 정보의 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인  용범 의 문제와 련하여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

권은 국민의 권리라기보다 인간의 권리이고 인격권의 일종인 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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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 사망한 자는 원칙 으로 자연

인으로서의 인격이 인정될 수 없고 권리행사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 생존한 자와 동등한 정도로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나, 일

정한 범  내에서 사망한 자의 개인  정보 한 보호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통합법안 에는 사자(死 )에 한 정보를 사망일로부터 10

년까지 보호하도록 한 법안이 있으나, 사망한 자의 정보보호는 보호의 기

간이 아니라 보호의 정도에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3] 개인정보보호법의 용범 와 련하여 개인정보를 리목 에 이

용하기 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자만을 상으로 할 것인지, 리목 은 

없더라도 업무상 이를 취 하는 자를 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한 구분을 두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라면 구든지 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보통신부가 입법추진하 던 ‘민간부문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안)’에서는 동법의 용 상인 개인정보취 자

를 ‘ 리의 목 으로’ 개인정보를 취 하는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

나 통합법의 기본 인 용 상에 하여 최소한 ‘업무자’일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일단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 하는 자 부에 

하여 동법의 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가운데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서 

는 업무로서 이를 행하는 자의 경우 그에 합당한 인 ․물 ․ 차  

기 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개인정보의 수집에 한 정보주체의 동의와 련하여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먼  동의의 원칙화 여부와 련하여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과 외 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의 규범  효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

해 그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동

의를 획득하는 시기와 련하여서는 법안에 따라 사 동의와 사후동의가 



14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엇갈린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 으로 정보수집 이 에 사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동의획득의 외사유와 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사유

는 일반 으로 침해되는 이익과 확보되는 이익간의 이익형량에 의해 단

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우월한 이익을 보

호하기 한 경우”라는 사유는 기본 으로 우월한 이익의 단기   

단주체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단기   단주체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오히려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한 “계약의 이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 정산을 하여 필요한 경우” 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행 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외사유

로 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외조항은 계약이행  용역제공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련된 개인정보를 자유

로이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

손될 우려가 있고, 당해 법률행 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 법률행

의 목 달성을 해서라면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합리

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에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6]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생명은 ‘독립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

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감독기구의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성공 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기

구의 독립성은 인사(조직구성  신분보장), 산, 업무집행에서 각각 보장

되어야 한다. 독립성의 수 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한 문제를 다룬다는 

에서 국가인권 원회에 하는 수 을 요하며, 특히 행정부의 업무를 견

제한다는 측면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이 반 되어야 할 것이다. 

[7] 먼  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의 독립성과 련하여 보면 통합법안들은 

모두 1인의 원장과 3인의 상임 원(이은 안은 1인)을 포함한 9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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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 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성방

법에 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외국의 입법례가 부분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구의 구성에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의 여를 규정하고 있는 , 독립

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기존의 정부부서의 개인정

보보호 노력의 미비에 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는 , 행정부를 견제하는 

3권 분립의 정신 등을 감안할 때, 입법․사법․행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제3안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원장

의 선출방식으로는 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과 통령이 임명하는 방법

이 있는데, 원회의 독립기구 ․ 립  성격을 고려할 때 호선으로 선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8]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원의 신분보장과 련하여서는 고 이상

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것으

로 하거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 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

장하기 해서는 제1안에 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까지는 개

인정보보호 원회의 소속  원의 신분 등에 한 세부 인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인지조차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서는 구체 인 후속입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9] 독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한 범 에서 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 으로는 자

료수집권, 업무 조요청권, 소환하여 진술하게 할 권한, 장조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합법안은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는 경우 조

사권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 원회 원 등으로 하여  일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하여 실지조사 는 감정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실지조사 는 감정시 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나 계인

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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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안의 경우 원회가 이러한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는 계인에 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다(노회찬안 제86조 제1항). 여기서 

‘질문’에 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검사’라는 표 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서류 는 물건의 소유자 는 리자의 의

사에 반하여 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제처분으로서 헌법상 

장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법  성격에 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10] 통합법안  일부는 개인정보보호 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와 

향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기  등에 하여 정책  

행의 개선 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고를 받

은 기 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 하고 이행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하

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원회에 문서로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개진의 상을 그 범 가 모

호한 ‘ 계기 ’으로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직 으로 ‘개인정보취

자’라는 표 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문서로’ 제출하게 하는 것보다는 권고사항

에 해 조치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보하면 족한 것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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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연구의 목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정보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한 침해가능

성이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

업들은 마 을 하여 보다 많은 고객정보를 확보하려 하고, 정부는 보

다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하여 단편 으로 산재하는 개인정

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주체인 개인은 이

러한 정보의 집   정보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그로 인한 가

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에서 그러한 정보의 집 과 통합에 민감

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하여 늘어나는 개

인정보의 오․남용은 결국 고스란히 정보주체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정보주체들은 기업의 평가에 있어 고객의 개

인정보를 얼마나 소 하게 리하고 있는지를 의주시하고 있으며, 나아

가 국가에 하여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법 ․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극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그 이용을 

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정보는 칼날의 

양 끝과 같아서 그 활용이 불가피한 반면 그러한 활용은 필연 으로 개인

정보의 침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요한 것은 개인정보의 

한 활용과 안정 인 보호의 균형 을 맞추는 일이 될 것이다. 즉 불가피

하게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한 방식으로 제어․통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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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정한 수 의 활용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

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를 한 안 한 틀을 갖춘 상

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한 제도 확립에는 사  

기틀의 마련과 사후  보완장치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

는 개인정보보호를 한 법규범을 확고히 하고 사업자와 공공기  등 개

인정보를 많이 취 하는 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행  

등을 의미하며, 후자는 개인정보에 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

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하기 한 제도  장치를 의미한다. 이  사후  제

도는 정보주체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를 보다 극 으로 행

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해 보면 더욱 요한 것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사후 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  장치가 미약하다면, 한 시기와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없을 것이고 개인정보침해를 효과 으로 방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담하는 법제를 좀 더 체계화하고 

하게 구성함으로써 이를 사 으로 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해 개인정보보호를 한 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형사법  역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문제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의 유출, 오․남용  침해는 직 으로 범죄의 성립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의 인 개인정보 탐지에 의한 비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노출과 이로 인한 명 훼손,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기 등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의 유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타인

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도, 강도, 박, 유괴, 살인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  범죄의 폐해 한 간과할 수 없는 수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차원의 문제 

는 추상 인 헌법  기본권 보호의 문제로 악할수만은 없다는 당 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극 인 보호  그 바탕이 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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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제의 치 한 구성이야말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를 사

으로 방하는 가장 좋은 형사정책인 것이다. 

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 에 해서는 비 의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개선을 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각자의 

표성을 갖는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 법안은 그 취지와 기본  이념에 있어서는 일치하나 구체  내용과 규

율범 , 규율 상 등의 여러 면에 있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장단 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 을 비교하여 합

리 인 방향으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제도에 한 기존

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제2장),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련논의를 

살펴본 후(제3장), 다음으로는 가장 요한 행 법체계의 문제 과 정비

필요성, 그리고 입법론  검토를 행하 다(제4장). 이 의 핵심  부분이

라 할 수 있는 입법론  검토에 있어서는 행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의 표 인 개인정보보호 련법령, 즉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

률’과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철회된 법안 포함) 노회찬안, 이은 안, 이은

수정안, 정성호안 등 4종의 법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법안의 장단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충된 형태의 법안을 제시하는데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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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개념  법  성격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개념에 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

양한 개념정의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개념요소 가운데 그 ‘비 ’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일반 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는 특정된 소범 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사실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본인에

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1) 넓은 의미에서 

악할 때 개인정보는 개인에 한 사실․ 단․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

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개념을 넓게 악

하게 되면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사회 ․경제  지 , 학력․경력․재산상

태, 사상이나 신념 등의 정신세계, 건강상태나 신체  특징 등 개인을 징

표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게 되며, 정보의 주체로 법인이나 단체, 

사망한 자나 부재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 인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즉 인  정보(人的情報) 일체를 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단순한 의미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보호의 상으로서 

근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넓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일정한 개념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개인정보의 개념요소 확정을 해 개인정보에 한 

각국의 련규범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 민, “정보통신망발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2호(1996․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면; 지연, “개인정보보호 련법제의 형사정책  검토”, 형사정

책연구 제16권 제3호(2005․가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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ꁾ OECD 개인정보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개인정보는 식별된 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주체)에 한 정보를 

의미한다.”(1. b))2)

ꁾ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of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95/46/EC of 

24 October 1995 [Official Journal L 281 of 23.11.1995]) :

“개인정보란 식별된 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한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서 식별 가능한 사람이란 특히 개인식별번호 는 육체 , 

심리 , 정신 , 경제 , 문화 , 사회  신원  한 가지 는 그 이상의 

요인을 참고하여 직․간 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a))3)

ꁾ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 :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고 그에 의해 특정 개인을 

2) 1. For the purposes of these Guidelines:

   b)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data subject);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201185_1815186_1_1_1_1,00.html 참조.)

3)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a) ‘personal data’ shall mean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http://europa.eu.int/smartapi/cgi/sga_doc?smartapi!celexplus!prod!DocNumber&lg= 

en&type_doc=Directive&an_doc=1995&nu_doc=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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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 포함)을 말한다.”(제2조 제1항)4)

ꁾ 한국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이하 ‘공공기 개인정보보

호법’)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

어 있는5)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2호)

ꁾ 한국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4)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 第2條 第1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とは、生存する個人に關する情報であって、當該情報に含

まれる氏名、生年月日その他の記述等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他の

情報と容易に照合することができ、それ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

なるものを含む。)をいう 。

   이밖에 일본에서는 공공기 이보유하는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

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제2조 제2항), 독립행정법인등이보유하는개인정보보호에 한법

률(獨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제2조 제2항) 등에서 개인정

보의 개념에 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과 

자구의 차이 없이 동일하다.

5)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정보의 범 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라고 표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범 를 다

소 한정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 으로 공공기 에 

의해 컴퓨터로 처리되는 정보에만 용되는데 반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부분 으로 오 라

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행 에도 용되므로 보호되는 정보의 범

를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20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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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

다.”(제2조 제1항 제6호)

각국 법규범에서의 와 같은 정의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개념요소

로는 ① 생존하는 개인에 한 ② 식별된 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  개인정보는 ‘개인’에 한 정보이다. 의 법규범들은 개인정보를 

인격권의 에서 근하여 개인의 사생활 역에 한 침해 배제  인

간 존엄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에 의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의 보호 상에서 제

외되게 된다. 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여야 하므로 사

망한 자에 한 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즉 사망한 자에 

한 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의 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아니다.6)7)

나아가 개인정보는 주어진 정보를 통하여 정보의 주체, 즉 생존하는 개

인이 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정보여야 한다.8) 식별할 수 

6) 법인이나 사자(死 )에게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련한 기본권주체성을 부

인하고 이에 하여 ‘개인정보’로서의 법  보호를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법인의 경우 

그 명칭, 상호 기타 업표지 등 법인의 사회활동상의 기본  요소, 사자의 경우 사자 

본인  유족의 명 보호 등과 련하여서는 법  보호의 가치가 있음은 물론이며, 이

들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7) 참고로 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회찬 의원 표발의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당사자가 되는 자

를 말한다.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는 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상속인을 의미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자의 개인정보도 동법의 보호 상으로 하고 있다(노회찬안 

제2조 제4호). 이에 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8) 식별된 는 식별 가능한(identified or identifiable) 것의 의미와 련하여 ① 정보의 산

출 계(an authorship relation to the individual)에 의한 식별( : 개인에 의해 술․산

출된 정보에 의한 식별), ② 정보의 기술 계(a descriptive relation to the individual)에 

의한 식별( : 개인에 한 설명․기술정보에 의한 식별), ③ 제도 인 신원확인이나 보

안 근 는 서비스나 재화의 제공을 해 도구 으로 측량된(instrumentally mapped) 

수단을 통한 식별( : 사회보장번호, ID, 비 번호 등에 의한 식별) 등 세 가지 방법으

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 50 Stanford Law Review 1193, 1998; 이창범/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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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인정보에는 직 으로 식별이 가능한 직 식별개인정보뿐 아니라 

간 으로 식별이 가능한 간 식별개인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직 식별개인정보는 당해 정보만으로도 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로서 이 정보만으로도 당해 개인에 하여 직 인 침해를 가할 수 있

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다시 식별개인정보와 상 식별개인정보로 나

 수 있다. 식별개인정보는 사람과 일체화된 고유의 개인정보로서 그 

자체만으로 그 개인을 직 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지문, 

홍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 식별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

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타인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 로 2차  개인정

보를 생성함으로써 그에 의해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이다. 주민등록번호, 

운 면허번호, 이동 화번호, 자우편계정, 이용자계정(ID) 등을 그 로 

들 수 있다.

간 식별개인정보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 결합하여 용이하게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간 식별개인정보는 구체화식별정보와 추

상화식별정보로 나  수 있다. 구체화식별정보라 함은 직 식별개인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직 으로 식별할 뿐 아니라 그 개인을 구체화하

여 더욱 명확히 하는 정보로서 주소, 유선 화번호 등이 이에 속한다. 추

상화식별정보는 다른 식별정보와 결합했을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추상화식별정보의 조합만으로는 당해 개인을  식

별할 수 없는 정보이다. 성별, 나이, 신장, 병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9)

여기에서 해당 정보 단독으로는 개인의 식별에 이를 정도는 되지 못하

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

APT(Asia-Pacific Telecommunication) 개인정보  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2003/12, 13-14면 참조).

9)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 고도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 Law, 사이버출 사, 

2001, 3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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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정도의 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와 련하여서는, 오늘

날 정보기술의 발 으로 인한 정보결합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이 한 개

인정보의 범주 내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 이며, 우리나라

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명문으로 입법화하고 있다.10)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볼 때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자연인에 한 식별된 는 식

별 가능한 정보로서, 그 자체로서 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정보의 유형분류

과거 부분의 개인정보가 기계  작업에 의해 수집되던 시 에는 개인

정보의 수집 자체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새

로운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다. 그

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기술  융합에 의해 사회 

 역에서 량 인 개인정보의 수집․ 장․축 ․ 리가 가능해졌으

며, 이들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한 2차 자료들의 생산으로 인하여 이제 개

인정보는 그 유형을 분류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분류기 은 한 가지 기 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기

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무한한 조합이 나오게 된다. 를 들어 행

법상의 분류기 을 보면 정보의 생성이나 유통수단을 기 으로 온라인정

보와 오 라인정보로 나  수 있고, 정보의 보유주체를 기 으로 공  부

문의 정보와 민간부문의 정보로 나  수도 있다. 한 정보의 민감도에 따

라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로 나  수도 있을 것이다.

10) 술한 정보통신망법(제2조 제1항 제6호)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2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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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11)

구분 종류

일반정보
이름, 주민번호, 운 면허번호, 주소, 화번호, 화번호, 생년월일, 출생
지, 본 지, 성별, 국

가족정보 가족구성원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번호, 직업, 화번호

교육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 , 기술자격증  문면허증, 훈련 로
그램, 동아리활동

병역정보 군번  계 , 제 유형, 주특기, 근무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   건물 등

동산정보
보유 , 축 황, 카드,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 수집품, 고
가의 술품, 보석

소득정보
재 액, 경력, 보 스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생명․신체)가입 황, 회사 공비, 투자 로그램, 퇴직 로그램, 휴
가, 병가

신용정보
부잔액  지불상황, 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미납의 수, 임 압

류통보에 한 기록

고용정보
재 고용주, 회사주소, 상 자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상벌

기록, 직무태도

법 정보
과기록, 자동차 교통 반기록, 산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작애, 액형, IQ,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자우편, 화통화내용, 로그인 일, 쿠키

치정보 GPS 나 휴 폰에 의한 개인의 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  등

습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 스포츠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여기록, 도박성향 
등

의 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분류기  의 하나이다. 이 도표를 기

로 다시 이를 유형화하여 보면 인 정보(일반정보, 가족정보, 의료정보, 신

체정보), 경제정보(부동산정보, 동산정보, 소득정보, 신용정보, 수익정보), 

11) 고 삼, 자감시사회와 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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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병역정보, 법 정보, 고용정보, 교육  훈련정보), 기타(습   

취미정보, 통신정보, 치정보) 등 략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를 다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12)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컴퓨터의 속한 보 과 더불어 종래 문서로 기록․보 ․ 리되던 많

은 정보들이 산화되어 정보이용의 효율성은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고

속통신망이 구성되면서 보다 많은 정보들이 보다 빠르게 근․활용되어 

사회의 정보화를 진하고 있다.13)  정보통신의 발달과 범세계  정보통신

서비스의 기반확 에 따라 사회 ․경제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

화된 개인정보유출의 용이성,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라이버시의 침

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 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

화사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보호하기 하여 이에 한 새로운 규범  기 을 제시하고 침해를 방

지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러한 실  요구 외에도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의 보장과도 연 성을 갖는다. 우리 헌법

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

생활의 비 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7조). 따라서 개인은 자신과 

련된 사  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당하지 않을 법  권리를 

12) 이창범/이은선, 온라인 개인정보분쟁제도 발 방안 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2003, 9면.

13) 그러한 정보사회화의 한 로 국가기간 산망이 업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 산망, 국방

산망, 융 산망, 교육․연구 산망, 공안 산망 등 5  산망으로 나뉘어 구축되

고 있으며, 융 산망의 구축을 통해 개인의 경제활동내용 반을 융기 들이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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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이러한 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소  ‘ 라이버시’로서 보호받게 

된다. 1890년 Warren과 Brandeis의 논문14)에서 소  ‘홀로 있을 권리

(right to be alone)’의 차원으로 처음 논의된 라이버시는 처음에는 개인

의 자유 역에 한 소극  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다. 그러나 

라이버시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

가침 등을 포 하는 좀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 오늘날

에 와서는 라이버시는 ‘사사(私事)에 한 침입과 공개에서 오는 피해’라

는 소극 인 념에서 일보 진하여 극 으로 자신에 한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권리, 즉 ‘자기 정보에 한 통제권 내지 지배

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개념으로 악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법원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

조 제4항은 “언론․출 은 타인의 명 나 권리 는 공 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 이 타인의 명 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

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 과 평온을 보

호하기 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 을 침해하거나 설하는 행 를 처벌하

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

의 사생활의 비 에 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 에 한 사항은 그

것이 공공의 이해와 련되어 공 의 정당한 심의 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 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

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15)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14) Warren/Brandeis, “The Right of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1890). 

15) 법원 1998.9.4. 선고 96다1132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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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

지 아니할 소극 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자신에 한 정보를 자율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극 인 권리까지도 보

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시함으로써16) 

라이버시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비교  일 이 인식되었다. 

1970년  이후 국제 으로 개인정보의 유출과 련된 사생활의 보호가 

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 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한 법  보호수

은 각국간에 차이가 있었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의 수 을 국제 으로 통

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분 선진국이라 할 수 있

는 OECD 국가들을 심으로 국내법 차원의 정보유출 규제로부터 이루어

지기 시작하 다. 1980년 OECD의 ‘ 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에 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90년 UN의 ‘컴퓨터

화 된 개인정보 일의 규율에 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1995년 EU의 ‘개인정보

의 자유로운 처리  송에 한 개인정보보호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5/46/EC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등이 공포되면서 개인정보의 요성은 국제

 규범 내에서도 확고하게 인정되게 되었다.

16) 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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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개인정보의 수집․ 장․이용․유지․ 리․제공 

등에 한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부당한 공개를 방지함으로

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을 막는 소극  의미로 념되었으나 차

츰 자신에 한 정보의 유통과정을 주도 으로 지배한다는 극 인 의미, 

즉 개인이 자신에 한 정보의 수집․ 장․ 리․이용과 련하여 주도

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을 기본 인 제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개인정보보호의 형사정책  함의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의 다원화와 함께 국가  사인

에 의한 정보의 수집․처리․활용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자동정보처리장치의 진화에 따라 손쉽게 개인정보를 악

하고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인구의 증과 함께 량

의 복제  송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라는 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도화된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정보의 집 과, 집 된 정보의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가

능성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  하

에 도입된 자정부의 개념과 함께 심화되고 있다.17) 자정부는 자정

17) 자정부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하여 ‘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제정 2001.3.28 법률 제6439호, 일부개정 2003.5.15 법률 제6871호)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상 ‘ 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

의 사무를 자화함으로써 행정기  상호간 는 국민에 한 행정업무를 효율 으로 



32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보처리의 도움을 받아 무제한 으로 정보를 수집․집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손쉽고 범 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데 반해, 개인

은 단순히 정보객체로 락하여 공  의사형성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에 한 모든 정보를 장할 

수 있는 앙정보은행이 기술 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

공할 우려를 실화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

부기 만의 것이 아니다. 최근 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이들 사기업이 집 한 개인정보의 

양도 목할만한 수 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의 가장 요한 

경쟁력의 척도  하나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소  ‘DB 마

’의 활용능력이라는 을 되짚어 보면, 이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

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형사법  역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새삼 문제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의 유출, 오․남용  침해는 직 으로 범죄의 성립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의 인 개인정보 탐지에 의한 비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노출과 이로 인한 명 훼손,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기 등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의 유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타인

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도, 강도, 박, 유괴, 살인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  범죄의 폐해 한 간과할 수 없는 수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차원의 문제 

는 추상 인 헌법  기본권 보호의 문제로 악할수만은 없다는 당 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극 인 보호  그 바탕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치 한 구성이야말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를 사

으로 방하는 가장 좋은 형사정책인 것이다.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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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형식 :  모델과 입법방식

가. 개인정보보호를 한 규제모델

개인정보보호 규제모델이란 개인정보보호를 한 규제가 어떠한 축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컨  이러한 규제의 주체

는 정부기 이나 민간기   제3자  기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표 으로는 정부의 극 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부규제모델과 민간부문

에서 자율 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수하는 자율규제모델이 공

존하며 국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1) 정부규제모델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포 인 입법을 마련하여 입법․행정․사법

기 을 통해 개인정보의 취   유통을 통제․감시하고 나아가 반자에

게는 강력한 제도  강제력을 발휘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형태이

다. 표 인 정부규제 심의 국가로는 국, 랑스, 스웨덴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양자의 충형을 취하고 있다.18)  

국의 데이터보호등록 (Data Protection Registrar, DPR), 랑스의 국

가정보자유 원회(Commission national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 BfD), 스웨덴의 데이터감독 원회 등이 이러한 정부규제  

개인정보침해 통제기 이다. 이들 감독기구에서는 ① 정보 일의 신고․등

록의 수․심사․허가,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리 등에 한 조

18) 성낙인, “자동화사회와 라이버시보호”, 법제연구 제11호(1996/09), 한국법제연구원,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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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도․감독  그 반시 시정명령  사법기 에 한 고발, ③ 민

원․상담․고충처리  이의신청의 심사  처리, ④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 을 한 연구․보고․조언 등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9)

정부규제방식의 경우에는 보통 성문화된 법률에 의해 기업이나 개인의 

법규 반 여부를 확실히 단할 수가 있고,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기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차를 통한 소송이 가능하므로 합리 인 방법으

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나아가 정부는 법규를 반한 기

업이나 개인을 엄 히 징계함으로써 정보를 오․남용하려는 의지를 미리 

지할 수 있고, 법규의 시행에 있어서도 강제력이 있을 뿐 아니라, 처벌

에 있어서도 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방식에 있어서보다 정보

보호 련법규의 수를 유도하기가 쉽다는 것도 장 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한 법령의 제정․시행․감

독을 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변하는 사회

에 히 부응하여 효율 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서는 법령의 빈

번한 개정이 요구되나 제도 자체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려우며, 

정부의 강제  규제만으로는 개인의 정보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에는 역부

족이라는  등이 단 으로 지 된다.

2) 민간자율규제모델

민간규제모델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정보보호의 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한 책을 마련함으로써 외부에 의한 강제  규제가 아닌 스스로의 자

율 인 규제를 도모하는 규제방식이다. 련 사업자들이 스스로 지침․규

약․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이에 의거하여 정보수집 과정을 투명하게 운

19) 정재훈, “민간부문에서의 정보 라이버시보호”, 정보법학 제2호(1998/12), 한국정보법학

회,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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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불법 인 개인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며, 정보 리에 철 를 기하는 

등이 그러한 이다.

자율규제 심의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포 인 입법을 통해 행정기 에 의한 감시나 독립

인 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취 을 통제하고 그 반시 강력한 제

재를 가하고 있는데 반해, 자율규제방식을 취하는 표 인 국가인 미국은 

정부주도  행정감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허용하

거나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사법  구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규제는 특정한 사업자단체 등 연합회에서 업계의 문지식을 바탕으

로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자율규제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설  정

부규제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이다. 스스로 결정

한 통일된 지침  표 양식 등을 사용함으로써 각 기업으로 하여  정보

보호 련 비용을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단체 단 의 활동에 의해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상승효과를 가져오며, 법령의 경직성으로 

인한 변하는 사회에의 부 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인 자율에 맡기는 이 규제방식은 경쟁우 를 

선 한 기업들이 새로운 진입자를 쇄함으로써 시장이 자유경쟁에서 독

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 각 기업들의 평 과 연합체의 평 이 다르다

는 , 민간사업자 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문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이 단 으로 지 된다. 

나. 입법방식

개인정보보호에 한 입법방식은 체로 통합(Omnibus)방식,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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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방식, 개별분야(Sectoral)방식의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는 유럽식 집행모델(권리 심  집행모델)로 하나의 법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과 개인기업․사인 등의 민간부문을 모두 규

율하는 방식이다. 통합방식 는 옴니버스방식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입법

형식은 독일․ 랑스․ 국 등 유럽 국가와 경제 력개발기구(OECD), 유

럽연합(EU) 등이 이를 취하고 있다.

둘째는 미국식 집행모델(시장 심  집행모델)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각각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방식이다. 분리방식 는 세그먼트방식이라

고도 하며, 미국 우리나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개별분야방식은 규제의 상을 한정하여 개별 역별로 규

제를 행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입법례가 이에 해당한다. 

통합방식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기본  

인권의 문제로 취 하면서 포 인 보호입법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에 해 총체 이고 반 인 권리와 책임을 규정

함으로써 포 으로 보호하는 장 이 있지만, 반면 개인정보의 유효한 활

용에는 미흡한 이 있다. 이에 반해 분리방식은 개인정보보호를 법 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역학 계의 문제로 취 하

므로 정부에 의한 직 인 보호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에 더욱 의존하며, 

개별분야에 하여 각각의 특색에 따라 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

는 장 이 있으나 체에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이 입법

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법률에 의한 규제가 한정된 부분 인 보호에 

그친다는 단 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 분리방식과 개별분야방식의 충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 다는 에서는 분리방식에 

해당하며,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에 의한 규

율을 받는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같이 단행법에 의한 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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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법률,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 치정보의이용 보호

등에 한법률 등 개별분야에 따라 개별 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고 있

다는 에서 개별분야방식의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입법방식에 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많은 비 이 있으며, 2005년 

말 재 2건의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에 있다. 

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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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개 

정보사회에서는 일반 사인간의 정보유통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변화까지 

래하여 공공기 의 정보유통과 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는 많

은 국가에서 요한 해결문제로 두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의 보 으로 

개인정보의 량처리가 가능하게 된 1970년 부터 각국에서는 개인정보보

호에 한 법률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컨  1973년의 스웨덴 데이

터법, 1974년 미국의 라이버시법, 1977년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 1978

년 랑스의 정보처리․축   개인의 자유에 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미국은 1998년 11월 상무부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한 세이 하

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이 제시되었고 이는 국가간 개인정보유통

에 한 요한 지침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독자 으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도 불구하

고 국가간의 개인정보보호의 수 에는 차이가 나므로, 개인정보의 보호

와 자유로운 상거래의 균형을 바로잡기 해서는 국제기구의 지침들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OECD(경제 력개발기구)에서는 각국의 요구를 충

족할 만한 개인정보보호의 수 을 이사회의 권고로서 정리하고, 각국은 

권고에 따라 자국제도를 정비한다는 에 합의하여 도출된 것이 바로 

OECD 권고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일반 인 개인정보 취 에 한 규정으

로써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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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며, EU 국가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진

하기 하여 1995년 10월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한 개인

정보보호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95/46/EC of 24 October 

1995)’20)을 채택하 다. 그 후 1997년 12월에는 동 지침을 보완하기 한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라이버시 보호에 한 지침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97/66/EC of 15 December 1997)’21)을 채택하

고, 1999년 2월에는 인터넷에서의 라이버시 보호를 한 각료 원회 

권고인 ‘정보고속도로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련한 개인의 보

호를 한 지침(Guideline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information 

highways : Recommendation No. R(99)5)을 채택하 다.

이와 같은 각국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방향은 크게 세 가

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단일 법률로 규제

하는 통합방식으로 유럽 각국이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개별  법률을 취하는 분리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이 채택한 방식이다. 셋째, 해당분야의 개별 인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개별분야별 방식으로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20)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95/46/EC of 24 october 1995 [Official Journal L 281, 

23/11/1995].

21)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97/66/EC of 15 December 1997 [Official Journal L 024, 30/0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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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기본개념 하에 본 장에서는 각국  국제기구, 특히 EU

와  OECD의 지침을 심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제2  경제 력개발기구(OECD)

1. 개 

회원국의 경제발 과 경제정책의 조정을 목 으로 조직된 경제 력개발

기구는 1970년 부터 이미 컴퓨터의 사회  향에 하여 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국제 으로 향력 있는 일련의 조사

결과들을 발표하여 왔다. 한 이에 근거한 지침과 련 정책들을 제안해 

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0년에는 소  ‘OECD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 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에 한 OECD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이 채택되었고, 이는 같은 해 9월 23일부터 회원국들에

게 용되어 오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그 후 세계 각국에서 라이

버시 보호의 일반 인 원리로서 인용되어 오고 있으며, 각국의 개인정보보

호 련법률에 요한 향을 미쳤다. 한 OECD는 가이드라인의 채택 

이후 거의 매년 가이드라인의 수행과 련한 회원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OECD 가이드라인은 가입국의 활동을 제한하는 구속력을 보

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인 지침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

이후 1992년 최 로 발표되었던 보안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에서 OECD 이사회가 5년마다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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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 다. 1997년 최  검토에서는 가이드라인

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인터넷 이용

의 확산 등과 더불어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에 한 잠재 인 과 취약성 한 증가함에 따

라 보안가이드라인 개정의 필요성은 증되어 왔다.

이에 따른 보안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은 200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OECD 정보보안  라이버시 작업반(Working Party for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은 회원국 표  련단체의 문가들로 구성된 

문가그룹을 구성하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3차례에 거친 회의

를 통하여 개정 안을 마련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개정가이드라인은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보안을 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이라는 명칭 하에 

2002년 7월 25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공식문서로 채택되었고, OECD

는 2002년 8월 7일 개정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하 다.

2.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을 한 OECD 가이드라인

가. 목 표

가이드라인은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한 수단으로 모든 

참여자들 사이에서 보안문화22)를 진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련 보안

과 방지책에 하여 자신의 역할에 맞게 인식하고, 보안에 하여 책임

을 수용하며,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수단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이들이 이용되는 방식에 한 높은 신뢰를 형

22)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안문화란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있어 보안에 

을 두고,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그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새로운 사고  행동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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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목 을 하여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기업, 개인이용자들을 포함

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을 한 지침   

세계 인 보안문화를 구축하기 하여 국제 으로 통일된 근방식을 제

공하고 있다.

나. 보안원칙

개정 가이드라인은 9가지의 보안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

식․책임․ 응․윤리․민주주의원칙은 정책수 의 보안원칙으로, 험평

가․보안설계와 이행․보안 리․재평가원칙은 운 수 의 보안원칙으로 

볼 수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수 의 보안원칙을 살펴보면, 인식(Awareness)이란 참여자들은 정

보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  보안을 향상시키기 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책임(Responsibility)이란 모

든 참여자들은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다. 

응(Response)은 참여자들은 보안사고를 방지․탐지․ 응함에 있어서 

한 시기에 력 으로 행동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윤리(Ethics)

란 참여자들은 타인의 법한 이익을 존 해야 하는 원칙을, 민주주의

(Democracy)는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은 민주사회에서의 근본 인 

가치들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운 수 의 보안원칙으로서 험평가(Risk Assessment)는 참여자들의 

험평가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안설계와 이행(Security Design 

and Implementation)은 참여자들이 보안을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보안 리(Security Management)란 참

여자들이 보안 리에 있어서 포 인 근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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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그리고 재평가(Reassessment)란 참여자들은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의 보안을 재검토  재평가하여야 하며, 보안정책․ 행․도구․ 차 등

에 있어서 한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원칙들은 참여자들의 역할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용된다.

다. 이사회 권고사항

개정 가이드라인과 련하여 OECD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

에 하여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법  구속력을 가지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의 자발 인 이행을 기 할 수밖에 없지만, 보안

문화 진을 한 OECD 국가들의 공통 인 근방식을 반 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가이드라인을 반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 행․도구․ 차를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정보문화를 

도입하고 진함으로써 보안문화를 정립할 것, 둘째,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하여 국내 ․국제  수 의 상담  조율과 력을 할 것, 셋째, 가이

드라인을 정부․회사․기타 조직  개인이용자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에 하여 보안문화를 진하고 련된  부문이 가이드라인에 

명기되어 있는 개별 인 역할에 합한 방식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장려할 것, 넷째, OECD 비회원국들에게 한 시기

에 한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가이

드라인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과 련한 이

슈들에 한 국제 인 력을 조성하도록 할 것 등이 권고사항의 주요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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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유럽연합(EU)

1. 개 

  

OECD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이후 컴퓨터 보 의 확산  컴퓨터처리능

력의 속한 발  등에 따른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에 응하여,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한 목 으로 체결된 조약이 1981년 

유럽회의에서 인 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한 개인의 보호에 한 조

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23)이다. 동 조약은 1985년에 발효되었는데, 

기본 으로는 OECD 이사회 권고와 거의 유사한 원칙에 기 한 것이지만 

권고가 아닌 조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OECD 이사회 권고

보다 훨씬 강한 구속력을 지닌다. 다만, 유럽 내의 조약이기 때문에 유럽

이외의 지역에 하여는 용되지 않는다.

EU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1992년 동 

조약을 비 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

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국 등 10개국이며, 서명은 하 지만 비

을 유보한 국가로는 벨기에, 키 로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

덜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8개국이었다.24)

그 후 1992년 2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조인되어 1993년 

11월 1일 발효되었는데, 동 조약은 EU 내의 자본․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된 목 으로 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EU 집행 원회는 개인정보보

23)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S No. 108.

24) Fred H. Cate,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199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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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한 가이드라인  조약이 제정되어 있지만, 1980년의 OECD 가이

드라인  1981 유럽회의 조약이 개인정보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회원국간의 보호수 이 일정하지 않다는 반성 하에 1995년 10월 24일 

소  ‘EU 지침’으로 통칭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95/46/EC of 24 

October 1995)’25)을 채택하 다. 동 지침은 1981년의 조약의 내용을 기

로 하고 있으며, 일반 인 개인정보의 취 에 한 규정으로 회원국 국민

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련한 라이버시권을 보

호하며, EU 국가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진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EU 지침의 특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이다.

EU 지침 발효 후 1997년 12월에는 동 지침을 보완하기 하여 ‘정보통

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라이버시 보호에 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97/66/EC of 15 December 1997)’26)을 채택하 다. 동 지침은 주

로 정보통신 부문, 특히 ISDN이나 디지털 이동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용된다. 한 1999년 2월에는 인터넷에서의 라이버시 보호를 

한 각료 원회 권고인 ‘정보고속도로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25)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95/46/EC of 24 october 1995 [Official Journal L 281, 

23/11/1995].

26)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97/66/EC of 15 December 1997 [Official Journal L 024, 30/0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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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개인의 보호를 한 지침(Guideline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information highways : Recommendation No. R(99)5)’을 채택하

는데, 동 지침은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권리․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2. EU 지침

가. 목   정의

EU 지침은 회원국으로 하여  자연인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와 련한 라이버시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제1조 제1항), 회원국이 이러한 보호를 이유로 회원국 상호

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거나 지할 수 없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제1조 제2항).

EU 지침상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자연인인 정보주체의 신원이 확

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련한 정보를 의미한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직․간 으로 신원증명번호 는 신체 ․생리 ․정신 ․

경제 ․문화 ․사회  동일성에 한 하나 는 그 이상의 요인을 참조

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 a).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processing of personal data)란 자동화 수단의 여부와 계없이 

송․보 ․사용․정렬․조합․방지․삭제 는 괴와 같은 방법에 의하

여 수집․기록․조직․ 장․채용․수정․복구․참조․사용공개와 같은 

개인정보를 실행하는 작업 는 작업의 집합을 의미한다(제2조 b).

EU 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부 는 일부 자동화 수단으로 하는 

경우 는 개인정보를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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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링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의도로 처리되는 경우에 용

(제3조의 1)하는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하지 않는다. 첫째, 유럽

연합에 한 조약의 제5편과 제6편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 공공의 안 ․

방 ․국가안보  형사법 분야에서 국가활동에 하여 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동체법의 용범  밖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 둘째, 

자연인에 의한 순수하게 개인 이거나 가정 내의 행 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인 경우가 그것이다.

EU 지침의 용을 받는 지역은 유럽연합에 가입한 벨기에, 랑스, 독

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포르

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15개국  유럽경제지역에 

해당하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이며, 앙  동유럽 각국은 

용 상에서 제외된다.

나. 주요 내용

EU 지침은 개인정보처리가 합하기 한 조건으로서 개인정보처리의 

법성에 한 일반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정보의 내용에 한 원칙(제6조)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특정되고 명백하며 정

당한 목 을 하여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목 과 모순되는 방법에 의하

여 재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역사 ․통계 ․과학  목 을 한 

정보의 재처리는 회원국이 한 보호조건을 규정하는 한 타당하다. 

개인정보의 수집  재처리가 목 에 비추어 하고 련 있고 과도

하지 않아야 하며, 정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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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가 수집되었을 당시의 목 에 비추어 부정확하거나 불완 한 경우에

도 정보의 재처리․삭제․교정을 보장하기 한 모든 합리 인 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 한 수집된 정보의 목  는 재처리를 한 목 에 필요한 그 

이상으로 정보주체의 신원확인을 이용하지 않는 형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법한 정보처리의 기 (제7조)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주체가 동의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둘째,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

행에 필요한 처리 는 계약을 체결하기 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

치를 취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리자가 용 상인 법  의무를 

수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넷째, 정보주체의 한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다섯째, 공공의 이익을 하여 는 리자 는 정

보의 공개를 받은 제3자가 그에게 유보된 공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행할 직무의 이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여섯째, 리자 는 정보의 

공개를 받는 제3자에 의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이익의 목 을 하여 필요

한 경우이다. 다만, 이익이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주체의 권

리와 자유를 목 으로 한 이익에 우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범주의 정보처리(제8조  제9조)

회원국은 민족 는 인종  기원, 정치  성향, 종교 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회원자격  건강 는 성생활에 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다만, 정보주체가 당해 정보의 처리에 명백하

게 동의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제8조 제2항). 정보의 처리

가 방의학, 의학  진단, 의료보호 는 치료의 제공 는 건강 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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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운  등의 목 을 하여 요구되는 정보처리의 경우  국내법에

서 직업상 비 유지의 의무가 있는 국가의 할기  는 동등한 비 유

지의무가 있는 자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보건을 한 문  동기

에 의하여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규정이 용되지 않는다(제8조 

제3항).

한 범죄․범죄의 결 는 보안조치와 련한 정보의 처리는 공공기

의 통제 하에서만 가능하고, 한 특정의 보호조건이 국내법에 규정되

어 있다면 한 특정의 보호조건을 규정한 국내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외를 인정할 수 있다(제8조 제5항).

회원국은 보도목  는 술  표 이나 문학  표 의 목 을 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하여 제2장(개인정보처리의 법성에 한 일반원

칙), 제4장(개인정보의 제3국 이 )  제6장(감독기 과 개인정보보호  

라이버시 작업반) 등에 한 규정에 한 용배제 는 외는 표 의 

자유의 원칙과 라이버시권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

하여야 한다(제9조).

4) 정보주체에 한 고지(제10조  제11조)

회원국은 리자 는 그 리인이 정보주체와 련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최소한 리자와 리인의 신원, 정보처리의 목 , 

정보의 수령인 는 범주, 질문에 한 응답의 의무성  거부한 경우 가

능한 결과, 정보주체와 련한 정보의 열람권과 정정청구권의 존재, 정보

가 수집되는 특정한 상황, 정보주체에 한 공정한 처리의 보장과 련하

여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한도에서 기타의 고지사항 등을 고지하여

야 한다(제10조).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얻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리자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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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이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시 에서 는 제3자에게 공개될 것으로 계

획되었다면 최 로 정보가 공개되는 시  이 에 최소한 리자와 리인

의 신원, 정보처리의 목 , 련정보의 범주, 정보의 수령인 는 범주, 정

보주체와 련한 정보의 열람권과 정정청구권의 존재, 정보가 수집되는 특

정한 상황, 정보주체에 한 공정한 처리의 보장과 련하여 더 많은 정보

를 필요로 하는 한도에서 기타의 고지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당해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는 고지를 하여 불합리한 

노력이 요구되거나 는 법에 의하여 명백하게 공개가 규정된 경우 등에

는 이와 같은 고지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국은 한 보호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5) 정보주체의 정보열람권(제12조)

회원국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리자로부터 얻을 권

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첫째, 합리 인 간격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과도한 지연이나 비용 없이 

정보주체와 련한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에 한 확인  최소한 처리

의 목 , 련 정보의 범주와 정보의 공개를 받을 수령인 는 수령인의 

범주에 한 고지, 처리되고 있는 정보와 정보의 자료에 한 유용한 사항

을 알기 쉬운 형식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최소한 자동처리 결정의 경우 

정보주체와 련한 정보의 자동  처리에 포함된 당연한 결과에 한 지

식을 얻을 권리의 보장, 둘째, 특히 정보의 불완 성․부정확성으로 인하

여 동 지침의 규정에 반하여 처리되는 정보의 한 수정․삭제 는 

처리 지, 셋째, 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가 자에 따라 수정․삭제 는 

처리 지가 된 경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통지하 는지 여부에 한 정보

를 얻을 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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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제와 제한

회원국은 특히 ① 국가안보, ② 방 , ③ 공공의 안 , ④ 범죄 방 

는 규정된 문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 반의 방, 조사․수사  기

소, ⑤ 통화․재정과 조세문제를 포함한 회원국 는 유럽연합의 요한 

경제  는 재정  이익, ⑥ 의 ③, ④, ⑤에 정해진 사항의 공  권한

의 행사와 련한 감시, 검사 는 규제  기능, ⑦ 정보주체 는 제3자

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등을 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

보의 내용과 련된 원칙(제6조),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의 

고지(제10조),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을 경우의 고지(제11조 제1

항), 열람권(제12조)  처리작업의 공표(제21조)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의 

범 를 제한하기 한 정당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7) 정보주체의 이의신청권(제14조)

회원국은 최소한 법한 정보처리 기 을 명시한 제7조의 ⑤와 ⑥에 정

해진 사항의 경우에 정보주체가 처한 특별한 상황과 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보주체와 련한 정보의 처리에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의 처리에 포함할 수 없다.

8) 처리의 비 유지와 보안(제17조)

① 회원국은 리자가 특히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송을 포함하는 

처리의 경우에 있어 우연한 는 불법 인 괴, 우연한 손해, 변조, 승인

받지 않은 공개 는 속, 그리고 기타 모든 불법  형식에 의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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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한 기술 ․조직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한 처리가 리자의 리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리자는 수

행될 처리를 통제할 기술  보안조치와 조직  조치의 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처리자를 선택하여야 하고, 리자는 당해 조치가 수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제3국 이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 은 당해 개인정보가 처리 이

거나 는 이 된 후 처리될 정인 경우, 동 지침의 기타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정을 침해하지 않으며, 제3국이 충분한 수 의 보호를 보

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동 조

항은 미국과의 마찰을 빚으며 이른바 세이 하버 원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 제3국에 의한 보호의 정수 은 하나의 정보이 작업 는 일련

의 정보이 작업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의 성질, 정되어 있는 처리작업의 목 과 기간, 정보 발신국과 최종 

수신국, 당해 제3국에서 유효하게 시행되는 일반 ․분야별 법규범, 제3국

에서 시행되는 문  법규범과 보안조치를 고려해야만 한다.

다만, 이러한 EU 지침은 회원국을 상으로 한 것이므로, 회원국에 

하여 내려진 제안을 국내법으로 환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만, EU 이외의 

국가에 해서는 직 으로 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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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미 국

1. 개 

미국은 공․사 부문을 종합 으로 규율하는 포 인 개인정보보호법제

가 정비되어 있지는 않다. 기 라이버시보호의 입법화 논의가 제기된 

것은 1972년의 워터게이트사건27)으로, 그 결과 1974년 ‘ 라이버시권리에 

한 원회’가 구성되어 1974년 12월 공  부문 에서 연방정부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한 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28)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련법제는 민간부문에 하여는 자율규

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외 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는 

부문별로 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공 으로는 1974년 제정된 라이버시법으로, 사 으로는 자유로운 정

보유통의 확보를 제로 통신․의료․아동 등 필요에 따른 개별 분야별로 

라이버시 보호를 목 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역별 근방식을 취

하면서 양자를 분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법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

는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장 이 있는 반면, 개별 역별로 정비하기 때문에 외부의 향을 받기 

쉬운 면도 존재한다.29)

공․사 부문을 제정순서 로 살펴보면, 우선 공  부문에 하여는 연

방 행정기 의 개인정보 취 에 한 1974년의 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1980년의 라이버시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27) 1972년 6월 미국 닉슨 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 공작반이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

터게이트 건물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선거공작을 탐지해 온 사실이 1973년 밝 짐으

로써 의회와 언론계   국민들에게까지도 닉슨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

고, 결국은 1974년 8월 닉슨 통령이 사임하게 된 정치  사건이다.

28) Pub. L. No. 93-579.

29) 岡村久道/新保史生, 電子ネツトワ-クと個人情報保護, 經濟産業調査 , 2002,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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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의 자통신 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비교  합성에 한 1988년의 컴퓨터 정

보조합  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1994년 법집행통신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of 1994), 1996년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  부문에서는 1970년 제정되고 

1997년 개정된 공정신용조사법(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 1978

년 융 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1984년 

이블통신정책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 1988년 비

디오 라이버시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아동온

라인 라이버시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9), 

1999년의 융서비스 화법(The Financial Modernization Act of 1999) 

등이 있다. 한 의료기록상의 개인정보보호에 하여는 재 제정된 입법

은 없지만, 1996년 건강보험 이식성  책임성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구보건

통계 원회가 보건후생부장 에게 보건정보시스템의 표   의료기록 

라이버시에 하여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연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련법제

가. 라이버시법

1974년에 제정된 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은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반법  성격을 갖는다. 동법은 행정기 에 의한 침

해가능성이 있는 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한 목 으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지청구권 등 권리구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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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수집시의 목 과 일치하는 ‘일상 인 사용(routine use)’일 경

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가 가능한 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 이 있다.30)

용 상은 행정기 과 행정기 의 수탁업자,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법인  민간인 등은 포함되는 반면 기업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개인정보의 범 는 동법의 용을 받는 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기록시스템으로 한정된다. 동법은 행정기 에 하

여 정부기 이 보유하는 기록시스템에 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 하여는 기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근권을 인정하고 있다.31) 그리고 나아가 모든 공개와 교정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장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거부당한 

자의 불일치진술을 해당기 이 동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기 은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

릴 때 그러한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하여 정확하고 련성이 있고 

시의 한 완 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32) 기록의 안 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록보존을 하여 한 행정 ․기술 ․물리  보호 책을 

확립하여야 한다.33)

나. 컴퓨터안 법

1987년의 컴퓨터안 법(Computer Security Act of 1987)34)은 정부가 법

률에 의하여 많은 특정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30) 岡村久道/新保史生, 電子ネツトワ-クと個人情報保護, 經濟産業調査 , 2002, 122면.

31) 5 U.S.C. 552a(d).

32) 5 U.S.C. 552a(e)(5).

33) 5 U.S.C. 552a(e)(10).

34) Pub. L. No.100-235(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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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래될 험이 있으므로, 이를 처리

하는 컴퓨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목 으로 하여 연방정부의 컴퓨터시

스템 내에 축 되어 있는 특정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제정

되었다.

그리고 각 행정기 이 개별 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

이스에 한 컴퓨터 연결사용에 의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본래의 수집

목 과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험성에 하여는 1979년 4월 

18일 조직된 행정 리 산청이 컴퓨터매칭 로그램의 리방법에 한 가

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리하고 있다. 그 후 1988년에는 컴퓨터 매칭 로

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정보의 공개  이용을 규제하기 하여 컴퓨터

정보조합  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35)을 제정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조합에 의한 

개인정보의 교환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개인의 라이버시권을 보장

하는 한편, 컴퓨터 정보조합에 의한 행정능률을 높이기 하여 양자간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 자정부법

2002년 제정된 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은 행정의 효율

성과 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각 부처의 자정부 련 정책  시스

템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는 1974년 연방기 에 

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제정된 라이버시법을 보완하면서, 

공공기 의 개인정보에 한 포 인 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동법

에 따르면 자서명의 개발을 진함으로써 자정부 거래에 수반되는 민

감한 정보를 안 하게 송하고, 정부기 에 하여 라이버시 향평가

35) Pub. L. No.100-503(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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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게 하여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국민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민간부분의 정보보호법제

가. 통신상의 정보보호법제

1927년 Olmstead 사건36)에서 연방 법원이 화도청이 헌법에 반되

지 않는다고 시한 이래 도청에 의하여 지득된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

해 온 행은 여론의 거센 비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었고, 이

에 1934년 통신의 내용을 권한 없이 가로채는 행 를 지하는 내용의 통

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37)을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

정한 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이나 화, 정보통신의 내용을 감청․공

개하는 행 는 불법행 이다. 재 음성통신에 하여는 법원의 명령을 통

해 감청이 가능하지만, 정보통신에 하여는 언제든지 감청 가능하고, 

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이 용되지 않는다.

이후 1986년 제정된 자통신 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은 이와 같은 정보통신상의 감청 허용에 한 반성

으로서, 모든 자통신수단에 감청 차 규정이 용되도록 하여 자통신

서비스  원격컴퓨터서비스 제공자에 하여 원칙 으로 자 으로 기

억되는 통시내용을 고의로 설하는 행 를 지하고 있다. 한 자통신

을 이용하는 장된 자메시지에 담긴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도청 는 감청에 장을 요구하고 있다.

동법 제1장은 통신내용의 획득  공개에 한 것으로서 유선통신, 구

36)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18.

37) Federal Communication Act 605, 48 Stat. 110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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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신, 자통신을 모두 용범 로 한다. 유선통신이란 발신 과 수신  

간에 유선․ 이블 기타 통신 달을 한 시설의 사용을 통하여 행해지는 

청각 인 달을 포함하는 개념이다.38)  따라서 유선통신은 공 통신업자

에 의하여 처리되는 통신뿐만 아니라 사  네트워크와 회사 내 통신시스

템도 포함하지만, 미국 토 밖에서 행해지는 도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통신은 국내  통상 는 외국과의 통상에 향을 주는 선, 무선통

신, 자  마그네틱, 포토 일 트릭, 포토 학시스템에 의하여 달되는 

신호․이미지․소리․문자․정보나 소식의 이동을 의미한다.39) 따라서 

자우편이나 디지털화된 송  화상회의처럼 정보로만 구성된 의사소통

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제1장은 이러한 통신유형의 도청, 도청된 통

신의 공개나 사용, 도청장치의 계획  사용을 모두 지하고 있다.40)

제2장은 장된 유선  자통신과 거래기록에서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41) 여기에서 자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에 권한 없이 근하거나 이러한 유선통신시설이나 자통신시설에의 불

법 인 근 지가 되기 해서는 수단  요인  결과  요인42)이 충족

되어야 한다.

제3장43)은 거래되는 정보의 획득  공개에 한 규정들로, 동법의 개

정을 통하여 비디오테이  임 기록의 보호  이동통신수단을 통한 개인

의 라이버시 보호도 여기에 추가되었다. 이는 공 통신수단에서의 라

이버시뿐만 아니라 사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의 라이버시까지도 보호하

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여 진다.

38) 18 U.S.C. 2510(1).

39) 18 U.S.C. 2510(12).

40) 18 U.S.C. 2511(a)-(e).

41) 18 U.S.C. 2701-2710.

42) 수단  요인이란 자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 권한 없이 근하거나 권한을 

월하여 근하는 것을, 결과  요인이란 자 으로 장된 유선통신이나 자통신내

용에 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권한 있는 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43) 18 U.S.C. 312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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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제정된 법집행통신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은 디지털 송기술과 무선 송기술의 발

달로 법집행기 의 정당한 감청업무 수행이 무력화되자 이에 처하기 

하여 통신사업자로 하여  법집행기 의 통신감청에 조할 의무를 부과

함을 목 으로 한다. 동법은 정부가 통신서비스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고자 

할 때, 소환장  수색 장, 법원의 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다.

1996년에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이 제정되어 소비

자의 재산  정보에 한 통신회사의 공개를 제한하 다. 동법은 통신사업

자가 요 지불정보, 이용자의 통시이용량, 이용형태  통신상 방, 기술  

구성과 같은 고객 련 네트워크정보를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범  내에서

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리  이용을 억제

하고자 한다.44)

나. 융상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융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한 보호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53

년이다. 은행비 법(Bank Security Act of 1953)은 2-6년간 고객의 수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후 1970년 제정된 통화 

 해외거래보고법(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of 

1970)45)은 고객의 거래기록과 100달러 이상의 수표의 마이크로필름을 5년

간 보유할 것을 법제화하 다. 1978년에는 융 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46)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인의 동의 는 

장에 의하지 않고는 은행 계좌의 기록을 연방정부가 입수할 수 없도

록 규제함으로써 개인 융정보보호와 연방정부의 합법  정보획득 간에 

44) 정보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한국 산원, 1997/12, 37면.

45) Pub. L. No.91-508(1970).

46) Pub. L. No.95-63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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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을 찾고자 노력하 다. 한 같은 해 제정된 자자 환 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47)은 융기 이 가입자에 하여 

자자 환 에 한 규약사항을 계약시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자 인 방법에 의한 거래를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

원회에 하여 증권거래투자가에 한 정보를 다른 정부기 에 열람시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48)의 제정  고객정보의 정부기 에의 열람에 한 

가입자의 융기 에 의한 고지의무를 배제한 법률49)은 자자 환 법상

의 실질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시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한 비교  최

근인 1999년 제정된 융서비스근 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50)은 미국 내 융기 의 경쟁을 진하기 하여 은행업, 보

험업, 증권거래업  기타 융상품취 업무를 개하기 한 융기 설

립을 가능하게 하기 하여 규제완화를 목 으로 하고 있다.

다. 의료상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의료분야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환자에 한 일반 인 개인식별정보

와 진료기록  유 자정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는 1979년 4월의 의료․조사․ 융기록․

보도기 을 상으로 하는 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제안이 최 의 시도라

고 할 수 있다.51) 최근에는 신기술시 의 의료 라이버시법률안,52)  개인의 

47) Pub. L. No.95-630(1978).

48) A  bill to amend the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to increase the amount of 

protection available under such Ac customers of brockers and dealers, and to 

provide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R.7939, 96th Cong., Pub. L. 

No.96-433(1980).

49) A bill to repeal a section of P. L. 95-630., S. 37, 96th Cong., Pub. L. No.96-3(1979).

50) Pub. L. No.106-102, 113 Stat.1338(1999).

51) David H. Flaherty, Protecting Privacy in Surveillance Societies, 1979,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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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에의 액세스법률안53)  등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의료분야에 있어

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 같은 해인 

1999년 의료정보의 권한 없는 이용에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을 목 으로 하는 의료정보에 있어서 라이버시  시큐리티 법률안54)

이 제출되었다.

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소비자신용정보와 공정거래 활동을 보호하는 권한을 보유한 연방거래

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1998년 6월 4일 온라인 라이

버시에 한 의회 보고서55)를 제출하 고, 특히 7월에는 온라인 라이버

시 일반에 한 입법모델을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산업계가 자율규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한 인센티 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업사이트에 하여 통지와 인식, 선택과 동의, 속과 참가, 안 과 완

성이라는 정보취 상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한 최 의 법률은 1998년의 아동

온라인 라이버시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56)

이다. 동법은 처음 13세 미만 아동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 으나, 

아동의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보노출을 고려하여 2000년 4월 21일 동

법 시행규칙인 FTC의 최종규칙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으로 하거

나 그들로부터 의도 으로 정보를 입수하려는 상업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는 그들의 부모에게 이러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하고, 아동으로부터 

52) Medical Privacy in the Age of New Technologies Act of 1999, H.R.2878, 106th 

Cong.(1999).

53)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ccess Act, S.300, 106th Cong.(1999).

54) Medical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Act of 1999, S.573, 106th Cong.(1999).

55) Federal Trade Commission, Online Privacy : A Report to Congress(6/98).

56) Pub. L. No.105-27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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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사용․노출하기 에 부모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여

야 한다. 부모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작동자가 련

정보를 내부 으로 사용할 경우 자메일을 통한 동의의 획득이 허용되며, 

둘째, 련정보가 외부의 제3자에게 노출된다면 우편․편지 는 팩스, 신

용카드의 사용, 무료이용 화번호, 자서명 는 PIN이나 패스워드가 부

가된 자메일처럼 보다 신뢰성 있는 방법이 이용된다.

마.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개별 역별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민간부문에 하여는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표 인 것이 ‘Seal Program’과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이다.

Seal Program 제도는 제3자인 기 이 기업이 행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를 심사해서 Seal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제3자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Seal Program에 의한 제3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를 한 한 조

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실제 운 기 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 기 에 합하다고 인정받으면 개인정보보호 기

에 합함을 표시하는 ‘Privacy Seal’을 부여받게 된다. 미국에서 

Privacy Seal 제도를 운 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신뢰성 있는 곳으로는 

TRUSTe57)  CPA WebTrust58)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BizRate,59) 

ePubliceye,60) PrivacyBot,61) WebAssured,62) WebWatchdog,63) Netcheck 

57) TRUSTe <http://www.truste.org/>. 

58) CPA WebTrust <http://www.cpawebtrust.org>.

59) BizRate <http://www.bizrate.com/inside/ratings.xpml>.

60) ePublicEye <http://www.thepubliceye.com/>.

61) PrivacyBot. com <http://www.privacybot.com/>.

62) WebAssured<http://www.WebAssured.com/>.

63) WebWatchdog<http://www.webwatchd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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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Bureau64)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증기 들은 신청비

용이 지나치게 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은   인증 Seal 취득이 

매우 용이하다는  등에서 인증기  자체에 한 신뢰가 충분치 못하다

는 지 이 제기된다.65)

4. 세이 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

가. 개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제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법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U의 기본방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1998

년 10월 25일 발효된 EU 지침은 한 수 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

추지 못한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국외이 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 기 

때문이다. 이는 공․사부문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의 보호형태와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에서 미국정부는 EU와의 상을 하면

서 민간 자율에 무게를 두고 이른바 ‘세이 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이라는 근방법은 제시하 다. 즉 세이 하버 원칙 는 정

이란 EU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 기 을 충족시키게 함으로써 미국과 유

럽간의 자상거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하여 개발한 일종

의 안 장치이다. 미연방 상무부는 EU와의 의 하에 2년여 비과정을 

거쳐 2000년 7월 21일 최종 지침인 세이 하버 라이버시 원칙을 공개

하 는데, 여기에는 이 원칙들에 한 보충자료 성격을 지닌 15개 항목의 

문답식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동 정은 EU 지침이 역외로 송

되는 개인정보에 하여 원칙 으로 국가 인 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을 

64) Netcheck Commerce Bureau <http://www.privacybot.com/>.

65) 岡村久道/新保史生, 電子ネツトワ-クと個人情報保護, 經濟産業調査 , 2002,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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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를 혼

합한 근방법을 취하여 련기업들이 세이 하버 원칙을 자발 으로 

수하겠다고 상무부에 신고할 경우 EU의 개인정보의 송을 받을 수 있

도록 EU와 맺은 것이다.66)

나. 내 용

동 원칙은 고지, 선택, 제3자 송, 근, 안 성, 정보무결성, 집행의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67)

고지(Notice)란, 개인들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하여 그 조직체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정보를 공개하

게 될 외부 계자의 종류, 그 조직체가 정보의 사용이나 설을 제한하기 

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옵션과 수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 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처음 요구할 때 는 그 이후 실

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 에 명확한 언어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선택(Choice)이란 조직체가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것인지 여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게 주어야 

함을 선언하는 원칙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정보를 수집한 처음의 의도

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하

고 이용이 용이하며 비용부담이 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자 송(Onward Transfer)이란 조직체는 최 의 통지와 선택원칙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조

직체가 개인이 사용을 승인한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 먼  그 정보를 받는 

66) 한종선, “미국과 EU의 세이 하버 개 ”, 해외정보 제65호(2000/11), 국회도서 .

67)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

    <http://europa.eu.int/comm/internal-market/en/media/dataport/news/harbor3.pdf>;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상호주의 이행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11,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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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세이 하버 원칙을 수하는지 단해야 한다. 일반 인 세이 하버 

요구조건을 수하는 것의 안으로, 정보를 받는 측은 정보를 제공하는 

조칙체와 서면 계약을 맺고 그 정보를 받는 측이 최소한 련된 세이 하

버 원칙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 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안 성(Security)이란 개인정보를 생성․ 리․사용․배포하는 조직체들

은 의도한 용도에 맞게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한 합리 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직체는 이를 근거로 손실․오용․승인되지 않

은 근․ 설․변조․ 괴 등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해 합리 인 

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무결성(Data Integration)이란 조직체가 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 으

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조직체는 데이터

가 정확하고 완벽하고 최신 정보가 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근(Access)이란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은 조직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

신에 한 개인정보에 근할 수 있는 합리 인 권한이 있어야 하며, 정확

하지 않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가 모호하거나 그 범 가 무 범 하거나 열람을 한 비용이 과도하

거나 국가안보․공공의 안녕과 질서 등 공익에 배치될 경우에는 조직체는 

정보 근을 차단할 수 있다.

집행(Enforcement)이란 라이버시 보호는 원칙의 수와 이를 배함

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한 배상, 원칙을 다루지 않은 조직에 한 규제방

법을 효과 으로 포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이 하버 원칙은 미국과 EU간에만 용되는 합의사항일 

뿐 국제 인 약은 아니다. 그 다고 하더라도 동 원칙은 정보사회의 국

제 인 정보이 에 있어서 요한 기 이 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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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독 일

1. 서 설

독일은 1969년 7월 16일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내린 분기별 인구조사 

결정의 향으로 인하여 1970년 Hessen주에서 세계 최 로 정보보호법을 

제정하 다.68)  그리고 다음해인 1970년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정보보호법 

마련에 착수하여 1977년 1월 27일의 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남용

으로부터 보호를 한 법률, 즉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69)이 제정되었고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리고 각 주에

서는 연방정보보호법을 기 로 하여 정보보호법을 제정하 다.

그런데 연방정보보호법은 1983년 12월 15일의 인구조사 결70)을 통하여 

근본 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 결은 인구조사법상의 규정이 일반  인격

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시민의 사  역, 특히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결이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따라서 

입법자에게 정보보호에 한 법률을 규정하는데 일정한 기 을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을 제도 으로 보장하기 한 기

본원칙으로서, 목 구속의 원칙과 조직상의 방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인구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필

요로 하 지만, 많은 논란 끝에 1991년 6월 1일 재 원회에 의해 만들어

진 재안을 통하여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71)

68) GVBl.I, S.625.

69) Gesetz zum Schutz vor Mißbrauch personenbezogener Daten bei der Datenverarbei- 

tung (Bundesdatenschutzgesetz), BGB1.I, S.201. 동법은 1990년에 새롭게 면개편

(BGB1.I, 1990 S.2954)된 이래, 1994년, 1997년, 2001년, 2002년에 개정된 바 있다. 특히 

2002년 개정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 하기 한 것이다(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2003/12, 139면).

70) BVerfGE 65, 1 = NJW 198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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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방정보보호법 이외에도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련 

개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인 것이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

법(Teledienstdatenschutzgesetz, TDDSG)72)이고, 연방정보보호법에 우선

하여 용된다. 그 외에 우편법(Postgesetz), 사회보장법(Sozialgesetzbuch), 

조세법(Abgabenordnung), 소득세법(Einkommensteurgesetz) 등에서도 일

부 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연방정보보호법

가. 개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은 개인의 정보에 

하여 공  역과 민간 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체계 내에 포 하

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한 구체 이고 개별 인 법률들에 하여 보

충 으로 용되는 일반법  성격을 가진다(제1조 제4항). 

한 개정 연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처리를 통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목 을 가진다(제1조 제1항). 이는 구법이 

단순한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의 침해에 이 있었던 반면, 인구조사 결

에서의 헌법재 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이 인격권

에 속한다는 에서 ‘인격권’으로 보호법익을 개정한 것이다.  

71) 개정법은 총 44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바, ① 총칙, ② 공공기 의 정보처리, ③ 비공

공기   공법상의 경쟁사업자에 의한 정보처리, ④ 특별규정, ⑤ 최종규정과 제9조 

제1문에 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72) 동법은 EU 지침의 이행을 하여 자상거래와 련하여 새로이 제정된 정보통신서비

스법 는 멀티미디어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한 기본조건의 규율에 

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 bedingungen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의 제2편으로 편입되었다(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

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2003/12, 139면).



제3장 각국의 입법례  69

나. 주요 내용

동법은 독일 연방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원칙 으로 독일 역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의 수입과 이용  처리에 하여 용된다. 

따라서 연방, 주의 공공기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처리행 에 하여도 

동법이 용된다. 다만, 민간단체에 하여는 당해 단체가 상업 이거나 

업무상의 목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용한다. 한 공공기 에 하여도 각 주에서 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은 배제되며, 역별로 별도의 개인정보 련법률

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은 용되지 않는다. 즉 앞서 본 바와 같

이 보충성을 가진다.

동법은 제2장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라는 표제 하에 정보주체의 근권

(제19조, 제34조), 통지받을 권리(제19a조), 정정․삭제․차단요구권(제20

조, 제35조), 이의제기권(제20조 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조는 

정보주체의 이와 같은 권리가 계약 등 다른 법률행 에 의하여 배제되거

나 제한될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의무사항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는 연방정보보호청에 개인정

보 처리행 와 련된 소정의 사항을 고지하고 등록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4d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 차 실행 에 반드시 연방정보보호

청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으로 개인정보 리 책임자를 임명하 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자동화

된 개인정보 일을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   민간기  는 비자동화된 

개인정보 일을 처리하는 기  에서 개인정보처리를 하여 최소한 20

명 이상의 인원이 고용되는 단체 내에는 내부 으로 개인정보 리책임자

를 임명하여야 하기 때문에(제4f조), 실제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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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처리자가 리목 으로 

정보를 송하기 하여 는 익명화된 정보 송을 하여 개인정보를 

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제4d조 제4

항).

3. 개인정보보호기구

가. 개 

독일에서는 연방차원으로서 연방정보보호청(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 BfD)이 주로 연방공공기 을 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재 16개 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주 공공기 의 정보처리에 하여 규율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역을 제외한 부분의 민간부문에서는 민간 감

독기구를 각 주마다 설치하여 사  역의 개인정보처리에 해 리․감

독  하고 있다. 다만, 베를린이나 멘, 함부르크, 니더작센, 슐 비히-

홀슈타인 등의 주에서는 주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민간부문도 함께 규율하

고 있다.

나. 연방정보보호청

연방정보보호청은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연방정보보호법과 자통신법을 장한다. 연방정보보호청의 기 장은 연

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선출된 자는 연방 통령이 임명한다. 

연방정보보호청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사용과 련하여 연방정보보

호법이 용되는 범  내에서 활동하지만, 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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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립한 민간 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업무범 를 제외한 범 에서 활동

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공공기 , 연방정부 산하단체, 연방법원, 2개 이

상의 주에 걸쳐 사업하는 우편이나 통신사업자 등에 하여만 실질 으

로 할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사회정보의 보호와 련하여 

연방정보보호청이 개입함으로써 그 활동범 를 넓히고 있는 인데, 환

자, 사고, 연 보험, 실직보험과 련된 정보 역에 하여도 할하고 있

는 이다. 

<표2> 독일 연방정보보호청의 주요 기능73)

구분 주요 기능

정보처리등록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소정의 사항을 신고받아 등록

법규 수
조사․감독

․연방정부 등의 정보보호법 수실태 모니터링
․의회․연방정보 요청시 정보보호시스템에 하여 조사
․ 반행 에 해 시정권고

피해구제

․연방정부 등을 상 로 한 각종 개인정보침해신고 수
․자료제출요구  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
․침해행 자에 한 시정조치․원상회복 등 권고
․정보주체의 근․정정․삭제요청 행사

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에 한 정보제공
․정보주체․정보처리자 등의 권리․의무에 한 지침제공

법률․정책자문

․정부에 한 정책자문
․매2년마다 연차보고서 작성  연방의회 보고
․의회․정부 요구시 의견서․조사서․보고서 작성  제출
․법률자문  권고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를 한 교육 실시
․언론보도자료 배포  각종 원회 발간물 작성

국내외 력
․주 개인정보보호기구  민간 역의 감독기구와의 력
․국제 력 강화

73)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2003/12,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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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보보호청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

하는 연방정부  연방공공기 에 하여 규제하고 리․감독하는 임무

를 맡고 있으며, 연방정부  공공기 을 상 로 제기된 불만이나 민원신

고를 수하여 처리하고, 할 역에 해당하는 기 들의 개인정보처리

황을 검하고 조사․감독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할범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등록  리를 담당하며, 주 개인정보보

호기구와의 력  조화를 하여 1년에 2번씩 연례회의를 갖는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기구들과의 력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제6  일 본

1. 개 

일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제화의 연 은 1950년 부터의 

라이버시권의 인식․제도 하의 제창기, 1970년  반 이후부터의 개인

정보보호제도의 제창과 정비기, 1990년  이후부터 재까지의 개인정보보

호제도의 재정비기로 삼분할 수 있다.74)

첫째, 라이버시권의 인식  제도화의 제창기는 1950년 부터 1970

년  반까지이다. 이때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  사항에 한 라

이버시권의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1970년  반에 이르러서야 외국의 

입법동향이나 개인정보보호에 한 입법요강 등을 집 으로 다루게 

되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제창과 정비기는 1970년  반부터 1990년

74) 部政男, “情報公開制度․個人情報保護制度の回顧と展望”,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 

ジュリスト 1994/05, 7-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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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까지로서, 이 사이 OECD는 1980년 9월 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제  유통을 규율하는 지침에 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 다. 

OECD 회원국인 일본은 이와 같은 OECD 이사회 권고 8원칙을 기본 제

로 하면서 당시 실정도 고려하여 국가수 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입법화할 

필요성을 느 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에 향을 받았다. 이러한 향 

하에 1984년 제정된 후쿠오카 (福岡縣)의 春日 個人情報保護條例는 종래

의 산조례와는 차별화된 것으로서 이른바 일본 최 의 개인정보보호조

례로 불린다. 한편 국가 차에서는 1988년 12월 행정기 이 보유한 자계

산기처리에 한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재정비기는 1990년  이후를 지칭하는 것으

로서, 외 으로는 1995년 10월에 EU가 개인정보 처리에 한 개인의 보

호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EU 의회  이사회의 지침을 

채택하여, 동 지침상 제25조가 EU 구성국가가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

하기 해서는 당해 제3국이 충분한 수 의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있는 경

우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둔 것에 많은 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EU와의 정상 인 교역을 하기 해서는 충분한 수 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한 내 으로도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한층 높아져, 1999년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산하에 민간부

문을 포함한 종합 인 개인정보보호에 한 검토를 하여 개인정보보호

검토부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제정된 것이 행정기 이 보유

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과 민간사업자 상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이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한 정비를 마무리하 는데, 

형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분리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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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 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가. 제정배경  목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 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일본사회 

반에 걸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이 문제되자, 일본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규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제정을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한 5개의 법률75)이 2003년 5월 6일 

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003년 5월 23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의 유출  부정이용을 제도 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平成15(2003)年5月31日法律第57號)이 제정되었다. 

행정기 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은 앞서 살펴본 제2기

의 1988년 행정기 이 보유하는 자계산기 처리에 한 개인정보의 보호

에 한 법률에 하여, 2003년 5월 23일 개인정보보호 련법제의 정비시 

명칭변경과 내용의 면개정을 행하여 생성된 법이다.

동법은 행정기 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확 되고 있는 을 감안

하여 행정기 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 에 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

써 행정의 정하고 원활한 운 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제1조).

나. 주요 내용

동법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생년월일․기타의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75) 여기에는 민간사업자 상 개인정보보호법안, 행정기 개인정보보호법안, 독립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안, 정보공개의 불복심사․답신심사회 설치법안, 행정기  상 계법

령정비법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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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제2조).76)

동법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 이 개인정보를 보유함에 있어서

는 법령이 정한 소  사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한하고 있

고, 한 그 이용목 을 가능한 한 특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조 제1

항). 한 특정된 이용목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 를 넘어서 개인정보

를 보유하는 것도 지된다(제3조 제2항). 한 행정기 은 이용목 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의 이용목 과 상당한 련성을 지닌다고 합리

으로 인정되는 범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3항). 한 행정기 의 

장은 보유한 개인정보의 설  멸실, 훼손방지 그밖의 보유개인정보의 

한 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제6조), 법령에 기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목  이외의 목 을 하여 보유개인정보를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시  정정, 이용정지에 하여는 우선 구든지 행정기 의 장에 

하여 당해 행정기 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데(제12조), 이 때 행정기 의 장은 개시청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개시하여야 한다(제14조). 그리고 행정기 의 

장은 개시청구에 련된 보유개인정보의 부 는 일부를 개시할 때 그 

취지를 결정하여 개시청구자에 하여 취지, 개시하는 보유개인정보의 이

용목   개시의 실시에 하여 정령(政令)에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제18조). 한 구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

니라고 단될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행정기 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추가 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

고(제27조 제1항), 행정기 의 장은 당해 정정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정정청구에 련된 개인정보의 이용목  달성에 필요한 범  

76) 여기에는 다른 정보와 조 확인이 가능하고, 그 게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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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당해 개인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제29조).

구든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행정기 이 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

정보를 보유한 행정기 의 장에게 당해 개인정보의 이용정지․삭제 는 

제공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제36조),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으

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3. 민간사업자 상 개인정보보호 련 법률

가. 제정배경  과정

일본의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는 1998년 11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

진을 한 기본방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

하 고, 국회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방침에 한 종합 인 검토를 거

친 후에 법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회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는 방침을 확

인하 다. 이에 1999년 7월에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는 개인정보보호

검토반을 설치하여 각  청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 분야  업계 등

의 개인정보보호 황과 처방안에 하여 의견을 수렴하 다. 개인정보

보호검토반의 보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필요성이 인식되자, 구체

인 법제연구를 해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산하 개인정보보호법제

화 담 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동 원회는 기본법 제정을 하여 실질 인 법안을 도출하기 하여 노력

하 고, 2000년 10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제에 한 령을 발표하 다. 그리

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법률안 작업을 진행하여 2001년 3월 국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안을 제출하 다. 그러나 동 법안은 많은 반 로 2002년 폐

안되었다가, 2003년 폭수정하여, 5월 23일 법률로서 제정되었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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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동법은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 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이 하게 

확 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의 한 취 에 한 기본원칙과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확립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시책에 기본이 되

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 하는 사업자가 수하여야 할 의무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제1조).

동법상 개인정보란 행정기 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상의 

정의와 동일하다. 즉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생년월일․기타의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항).

동법은 정부에 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시책의 종합 이고 일체

인 추진을 도모하기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한 시책의 추진에 한 

기본방향, 국가가 강구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를 한 조치에 한 사항,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를 한 조치에 한 기본방

향,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인 강구해야 할 사항, 개인정보취 사업자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의 조치에 한 기본사항, 개인정보취 에 한 

원활한 고충처리에 한 사항,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한 시책의 추진에 

한 사항 등을 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7조).

한 개인정보취 사업자에 하여는 이용목 에 의한 제한, 정한 취

득, 이용목 의 통지, 개인정보내용의 정확한 확보, 안 리조치, 종업자 

는 탁자에 한 감독, 제3자 제공의 제한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77) 동법의 성립과정에 하여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동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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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내용으로 한다(제15조 이하).

이와 동시에 동법은 개인정보의 취 목 의 부 는 일부가 보도기

이나 학술연구기 ․종교단체․정치단체의 고유목 과 부합될 경우에는 

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언론의 탄압 등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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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문제 과 

입법론  검토

제1  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체계와 문제

1.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공공부문의 정보보호와 련하여 우리 헌법은 국가의 정보개발의무(제

127조 제1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공공기 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

기 하여 1989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안을 마련하고 과도기  조치로 

1991년 5월 ‘ 산처리되는개인정보보호를 한 리지침’(국무총리훈령 제

259조)을 마련하여 시행하다가, 1995년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

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공공부문의 정보와 련하여 1996년에 ‘공공

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이, 1998년에 ‘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 한규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이 제정․실시되고 있다. 한편 공공기 이 자체의 정보가 아

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제공사업자가 보유하는 정보 등을 수집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

에 한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가.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1980년 부터 시작된 국가기간 산망사업 추진으로 공공기 이 보유하

는 정보의 산화가 확 됨에 따라 잘못된 정보의 입력․ 산정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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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 간의 정보공유 등으로 인한 공공기 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 등 

국민의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응하여 공공업무의 정

한 수행과 더불어 국민의 행정에 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할 목 으로 공공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상으로 기  내

부 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규제하기 하여 ‘공공기 의개인정

보보호에 한법률’(제정 1994.1.7 법률 제04734호,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05715호)을 제정하 다. 동법은 1992.4.10. 입법 고되고 1993년 말 국회

를 통과하여 1994.1.7. 국회를 통과한 후, 1995.1.8.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상 ‘공공기 ’이라 함은 “국가행정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

체  통령령이 정하는 기 78)”을 말하며(제2조 제1호), ‘개인정보’라 함

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

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

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

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2호).

나. 공공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

공공기 이 보유․ 리하는 정보에 한 국민의 공개청구  공공기

의 공개의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고 국정에 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 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 으로

78)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시행령 제2조 ( 용 상) 

    법 제2조제1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 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 에는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기 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31, 1998․

4․1, 1999.1.29>

      1. ․ 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학교

      2.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공무원연 법 제47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 의 지 정지 상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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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996년 제정되었다(제정 1996.12.31 법률 제5242호, 문개정 

2004.1.29 법률 7127호). 

동법은 제3조에서 정부의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한편, 외

으로 공개를 면제하는 정보도 열거하고 있다. 한 동법 제9조는 비공개

상정보에 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분류하면 국가이익, 

공공이익, 국민의 기본권에 한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동조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하여서는 이를 비공개정보로 분류하여 공

개를 면제시키고 있다.

다.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

행정업무의 자  처리를 한 기본원칙․ 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

함으로써 자정부의 구 을 한 사업을 진시키고, 행정기 의 생산

성․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 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 으로 2001년 제정되었다(제정 2001.3.28 법률 제6439호, 일

부개정 2003.5.15 법률 6871호). 이 법에서 ‘ 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 의 사무를 자화함으로써 행정기  상호간 는 국민

에 한 행정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동법은 자정부 구 의 원칙으로 국민편익 심의 원칙(제6조), 업무

신 선행의 원칙(제7조), 자  처리의 원칙(제8조),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제9조), 행정기  확인의 원칙(제10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제11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제12조), 소 트웨어 복개발방지의 원칙(제13조), 

기술개발  운  외주의 원칙(제14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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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내 개인정보 련 입법 황79)

구분 법률

공공부문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1994)
․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2001)
․주민등록법(1962) ․국가공무원법(1949) ․공직자윤리법(1981)
․민원사무처리에 한법률(1997)

민간부문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1999)
․정보화 진기본법(1999) ․ 기통신사업법(1961)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1) ․통신비 보호법(1948)

상거래분야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1980)
․방문 매등에 한법률(1991) 
․약 의규제에 한법률(1986)
․ 자거래기본법(1999) ․ 자서명법(1999)
․ 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한법률(2002)

융․선물분야
․신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1995)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1997)
․증권거래법(1962) ․증권투자신탁업법(1969)

의료분야
․의료법(1962) ․약사법(1953) 
․국민건강보험법(1999)

기타
․형법 제127조, 제316조 제2항, 제317조
․공증인법(1961) ․변호사법(1949) ․법무사법(1990)

2.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

에 한법률’을 일반법으로 하여 특정 종류의 정보에 한하여 련법률에서 

개별 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① 융정보에 하여는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이 

규제하고 있고, ② 온라인거래 분야에는 ‘ 자거래기본법’, ‘ 자서명법’ 등

이 있으며, ③ 통신분야의 개인정보에 해서는 ‘ 기통신사업법’, ‘통신비

보호법’, ‘정보화 진기본법’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형

79)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2003/12,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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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316조에서 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행 를 ‘비 침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

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지침인 정보통신부 

고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

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 하고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 으로 1986년 제정되었다(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산망보 확장과이용 진에 한법률>, 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법명변경: 정보통신망이용 진등에 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0 법

률 7262호).

동법은 총칙(제1장), 정보통신망의 이용 진(제2장), 자문서 계자를 

통한 자문서의 활용(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제4장), 정보통신망에서

의 청소년보호 등(제5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제6장), 국제

력(제7장), 보칙(제8장), 벌칙(제9장) 등 총 9장 67조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지침

이 지침은 2000년 1월 정보통신부에 의해 정보통신망이용 진등에 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84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히 보호함을 목 으로 고시되어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지침에서 새로이 규정한 내용으로는, ① 

개인정보의 유형에 생체특성에 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개인의 유 자

정보도 보호의 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 ②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하여 법정 리인의 각종 권한을 구체화하 다는 , ③ 업의 양

수에서 양수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확 하 다는 , ④ 고성 정보의 

송을 자우편 외의 수단에까지 확 하 다는 , ⑤ 개인정보를 이용하

는 업자의 내부교육  내부감사제도를 신설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 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등을 들 수 있다.

3. 행 입법체계의 문제   정비 필요성

가. 행 입법체계의 문제

술한 바와 같이 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으로 나 어 규율되고 있다. 먼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제정 1994.1.7 법률 제04734호, 일부개

정 1999.1.29 법률 제05715호)이 있다. 이에 해서는 재 국회에 정부안

(2004.6.), 공성진의원안(2004.9.17.), 김재경의원안(2004.12.6.) 등 3개의 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출된 이후로는 동 

법률안의 통과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아직까지 통일된 입법이 없는 상태이고 

각 분야의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 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표 인 법령으로는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

호등에 한법률’(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문개정 2001.1.16 법률 제

6360호), 융분야의 ‘신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제정 1995.1.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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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6호,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10호), 생명윤리․의료 련분야의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제정 2004.1.29 법률 제07150호) 등이 있고, 최

근에 와서는 기업에 의해 개인의 치정보가 상품화되면서 이에 한 법

 규율이 필요하게 되자 이에 한 응책으로 ‘ 치정보의이용 보호등

에 한법률’(2004.12.24 정부안 수정가결, 2005.1.7 공포, 공포후 6월 경과후 

시행 정)이 입법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개인정보침해에 한 입법정책  

응이 매우 부분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나마도 공공부문에서는 여러 면에

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체로 일반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 개인정

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지만, 민간 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개별법

의 좁은 보호 역에 의해 제한 으로만 보호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

보통신망법은 이러한 개별법상의 보호의 흠결을 보충 으로 규율하고 있

지만 이 역시 완 하지 못한 은 마찬가지여서, 어도 민간부문에 있어

서의 개인정보보호는 다양한 법  환경의 변화에 능동 ․탄력 으로 

응하지 못하는 약 을 노출하고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행 개인정보보호 련법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한 기술의 진보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에 따라 다양화된 개인정보 

활용의 환경에 유연하게 처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 으로 라

이버시라운드가 진행되는 등 국제  교류 력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  요구수 이 높아지고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이에 한 법

 응수단의 미흡의 문제도 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 사생활 보호에 한 기 감을 충족시키고 개인정보보호를 한 환경의 

변화와 기술발 에 탄력 으로 응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국제사회

의 흐름에 부응하기 하여서도 이제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법의 제정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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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체계정비(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가장 큰 문제  의 하나

가 바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결여의 문제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한 규율을 한 거법령의 상이성은 양 부문에 한 효과 인 법  규

율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령간의 부정합을 래한다는 문제 이 있다.

를 들어 공공기 개인정보법의 경우 산화된 기록만을 상으로 하

고 있어 산기록 이외의 정보는 보호 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에 한 통지 는 동의획득에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으며, 정보의 보유목  외의 이용  제공에 한 외가 지나치게 

범 한 등 여러 가지 문제 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반 로 산기록 

이외의 정보까지 규율 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통신망을 제로 

하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온라인과  연계되

지 않은 오 라인에 있어서만의 개인정보침해인 경우 동법의 규정만으로

는 용에 무리가 있다는 비 이 있다.80) 

개인정보보호를 한 일반법의 부재는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는 기

의 입장에서는 행동기 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차 으로 행

의 불법성  남용 여부를 단할 기 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통제기

의 흠결로 인하여 침해행 에 한 한 제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법  통제

수단은 ① 방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   민간의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고, ② 침해시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③ 정보의 주체인 개

인과 개인정보를 수집․유지․이용하는 기 간에 개방 이고 정당한 

계를 수립하기 하여 필요하며,81) 이는 체계 인 개인정보보호의 체계

80)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 고도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 Law, 사이버출 사, 

2001, 522면.

81) 정보화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한국 산원, 1997/12,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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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지향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일거에 해결하기 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이 가장 효과 인 해결방

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에 의해 개인정보보

호에 한 기본원칙과 통일 인 기 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로부터 이용  제3자에의 제공에 이르는  단계에 있어 정보처리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효과 으로 구 될 수 있

을 것이다. 

다. 개인정보보호 련 일반법 제정의 근방향과 기본원칙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체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 하여 

하나의 법률로 이를 규정하는 총 (omnibus) 방식,82) 양자를 분리하여 각

자를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분리(segment) 방식,83)  그리고 특정한 분야별

로 따로 규정하는 개별분야(sectoral) 방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체계의 

단순성과 가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통합법  근방식이 여러 나라에

서 선호되고 있다. 통합법  근은 ① 법령의 용범 를 확 하여 정보

기술발   사회의식의 변화에 계없이 개인정보 침해에 한 입법  

불비에 신속하게 처․해결할 수 있게 하고, ② 민간부문을 포 하는 통

합법은 상징  존재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요성에 한 

사회  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며, ③ 개인정보보호 련 다른 개

별 법률의 지침이 될 수 있고 정보보호활동의 통일성을 기하게 한다는 

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84)

82) 경제 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독일, 랑스, 국 등 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83) 미국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의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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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 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련된 모든 분야

에 용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법은 개인정보보

호 분야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국가정책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기본정신을 정하며, 정책의 집행을 해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해당 분야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통합 개인정보보호

법과 개인정보 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의 법령의 계는 일반법

과 특별법의 계에 서게 되므로, 일반법의 이념과 원칙이 개별 법령에 

있어서도 충분히 구 될 수 있도록 이에 련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통합법률안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노회

찬안 제3조) 는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은 안 제4조 

제1항)고 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령을 제정 

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이은 안 제4

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통합법률안이 개인정보보호에 한 기본법임

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한 이러한 목 을 실 하기 한 구체 인 정

책수단, 즉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허용범 와 한계의 설정, 개인

정보보호 담기구의 설치  운용, 동법 반행 에 한 제재 등에 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85)  

84) 정보화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한국 산원, 1997/12, 80-81면.

85) 통합법은 개인정보보호와 련되는 모든 부문에 용되는 일반법 인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기술상 세세한 부분까지 망라 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을 감안하여 통합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되는 기본원칙과 기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수 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태 , 개인정보보보호제도에 한 헌법  고찰, 경희 학

교 박사학 논문, 2003/08,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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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통합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논의

1. 논의상황  제정경과

그러나 이러한 개별  법령에 의해서는 개인정보의 체계 이고 효율

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 의 소리가 높았고, 이러한 지 을 수용하여 정

보통신부는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상 개인정

보보호 련규정을 떼어내어 이를 보완 후 2004년 5월 개별법률인 ‘민간부

문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안)’ (7장 44조 부칙 5조)으로 입법 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해서도 정부기 인 정보통신부가 모든 민간부문을 규

율․감독하는 것은 부 하다는 지 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말 입

법추진이 단되었다. 

가. 시민단체 심의 입법운동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시민단체를 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한 

입법운동이 비되어 왔으며 정부 한 독자 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하여 왔다. 시민단체의 법안과 정부의 법안은 공히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을 통 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모두 의원입법

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먼  시민단체 입법운동의 경과를 살펴보면, 참여연 , 민변, 진보네트

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하여 시민단체 연합인 ‘ 라이버시법제정을 한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조직

인 입법운동을 개하 다. 2004년 5월 27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를 통해 총 4장 56조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발표하 고, 2004년 9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총 9장 74조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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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본법(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입법운동은 노회찬 의원이 2004년 

11월 22일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10장 104조 부칙4조)을 표발의함으

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나. 법률안 성안  국회제출․철회 경과

정부 한 이와 별개로 독자 인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하여 왔다. 

통령 산하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는 정부의 의견을 반 하기 한 독자

인 연구 을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04년 6월 24일 ‘제4회 개인정

보보호정책포럼’에서 총 5장 35조의 ‘개인정보기본법(안)’을 발표하 다. 이 

법안은 2005년 2월 2일 이은  의원의 표발의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총 5장 37조 부칙)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이 미흡하

다는 문가들의 지 에 따라 같은 해 4월 동 입법안 발의는 철회되었다. 이

후 이은  의원은 의원 145인의 찬성을 얻어 2005년 7월 11일 동 법안의 내

용을 수정․보완한 총 6장 56조 부칙2조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을 표발의하 고, 이 법안이 2005년 12월 재 국회에 계류 이다. 한편 

의 양자와 별개로 2005년 2월 1일 11인의 의원이 정성호 의원의 표발의

로 ‘개인정보보호법(안)’ (총 5장 76조 부칙 7조)을 제출하 으나, 정부안과 

같이 같은 해 4월 발의를 철회하 다. 따라서 2005년 12월 재 국회에는 노

회찬 의원과 이은  의원이 표발의한 2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노회찬안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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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목   이용목 , 보존기간 등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5조 제1항  제2항). 

② 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

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

③ 개인정보의 수집목  는 제공받은 목 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

인정보를 지체 없이 기하여야 함(안 제8조).

④ 개인정보는 수집한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기 

에 그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안 제9조).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하여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 , 황,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에 

한 사항에 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⑥ 개인정보를 취 하거나 취 하 던 자는 그 개인정보를 취 하는 과

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⑦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는 제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정 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7

조). 

⑧ 개인정보 보유자가 업의 부 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업의 부 는 

일부의 양도, 합병 는 상속 등의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18조). 

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기 의 개인정

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에 개인정보보호 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안 제20조 제1항 제1호). 

⑩ 국가안 보장․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하여 개인정보 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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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가 수집․보 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 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수 없음(안 제23조 제1호  제2호).

⑪ 개인정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공통의 이해

계를 가지는 피해자들을 하여 피해자 의 1인 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9조).

⑫ 이 법  개인정보보호에 한 다른 법률의 수여부를 감독하기 

하여 개인정보보호 원회를 둠(안 제60조).

⑬ 개인정보보호 원회는 개인정보침해행 가 계속 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한 결정 이 에 피진정인, 그 소속기  

등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93조).

⑭ 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

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

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에 원회에 개인정보 사 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함

(안 제95조).

나. 이은 안

①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 과 정보사회의 지속 인 발 을 법의 기

본이념으로 천명하고 개인정보 취 의 원칙을 제시함(안 제2조 제1항  

제2항).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취 자가 정보주체의 동

의, 법률의 규정, 법률행 의 목 달성, 언론․출  목   정보주체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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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 으로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③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며 

차별 인 목 의 개인정보 수집을 지함(안 제7조  제8조).

④ 자동화된 개인정보수집장치(CCTV, 쿠키  E-Mail수집기 등)를 이

용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여 개인정보 무단수

집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⑤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취 자에게 일정

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기하거나 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11조  제12조).

⑥ 고유식별자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식별자의 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⑦ 일정수 의 개인정보취 자에게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취 자가 자율 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⑧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강구와 제도  사회  행의 개선을 

한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원회가 개인정보에 한 시책을 

장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⑨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체계 ․일  집행을 해 국무총리 소속 하

에 개인정보보호 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

⑩ 개인정보보호 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하여 자료제출, 황

조회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 ․효과 인 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38조).

⑪ 개인정보보호 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하여 필요한 경우 시

정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0조).

⑫ 개인정보에 한 분쟁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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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정보보호 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를 둠(안 제43조).

다. 정성호안

① 개인정보의 수집․생산․이용은 당사자가 동의를 했을 때에만 가능

하며 본인으로부터 직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으로부터 수집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지하

여야 함(안 제4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원회와 조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시책을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해 개인정보의 보

호에 한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함(안 제6조).

③ 개인정보보호 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련 고

충  침해에 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내지 제51조).

④ 개인정보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하여 개인정보보호 원회에 개

인정보분쟁조정 원회를 설치함(안 제41조 내지 제51조).

⑤ 개인정보를 취 하는 자는 그 이용목 을 특정하고 변경할 때에도 

합리  인정 범 를 과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2조).

⑥ 개인정보 취 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할 수 없음(안 제60조).

⑦ 개인정보 취 자는 본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함(안 제62조).

⑧ 본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하여 개인정보취 자에게 정

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63조).

⑨ 개인정보 취 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에 한 정정․추가․삭제 요구

가 있으면 지체 없이 조사 후 정정하여야 함(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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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인정보 취 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이용을 정지하여

야 함(안 제65조).

제3  입법론  검토

행 법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간부문에 일반 으로 용될 수 있

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법 용의 사각지 가 생긴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하여 정보통신부는 2004년 5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안)’을 입법 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공공부

문에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므로 민간부문에만 용되는 기본법

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법률안을 입법 고하 으나, 동 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용되던 규정을 그 로 민간

부문에 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한 의문이 있고, 한 정보통신부가 

모든 민간부문을 규율하고 감독하는 것이 치 못하다는 지 이 많아 

그 입법추진이 단된 상태이다. 

1. 기본방향

가. 법률의 목

통합법률안은 “이 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정

한 이용을 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노회찬안 제1조) 는 “이 법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 한 이용을 보장하기 하여 개인정보의 취

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사회의 균형 인 발 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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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그 목 으로 한다.”(이은 안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정보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국가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

의 이용  침해가능성이 증 하고 있는 바, 통합법은 이를 효과 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를 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보호의 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 범  내에서

는 이용과 제공의 상이 될 필요도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양자의 

한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 한 목 규정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 계류 인 양 법률안은 모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

시에 개인정보의 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취지를 

목 규정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본 으로 타당한 입법태도라고 생각

되나,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면 통합법이 개인정보보호에 한 기본법이

라는 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법률은 고도 정보통신사회의 진 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하게 

확 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정한 취 에 한 기본이념  

정부의 기본방침 작성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시책을 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취 자가 

수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여 개인

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정성

호안 제1조) 목 규정에 기본이념, 기본방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인정보취 자의 수의무 등을 포함한 정성호안이 참고가 될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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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원칙

OECD 가이드라인에는 회원국이 라이버시보호의 에서 개인정보

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8원칙, 즉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정보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목 명확성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안 보호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공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개인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이 규정되어 있다.86) 이 원칙은 법

인 구속력은 없으나 실 으로 각국 법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통합법안 에는 구체 으로 법률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

도 있고(이은 안 제2조87)),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

86) ① 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원칙 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

법 이고 정당한 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 

는 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정보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 에 부합된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 에 필요한 범  내에서 정확하고 안 하며 최신의 것으로 보

존되어야 한다. ③ 목 명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목 은 수집할 당시에 미리 특

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특정된 수집목 의 달성 는 당해 수집목 과 

일치되어야 하며, 수집목 이 변경될 때마다 그 목 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명시된 목  이외에 다른 목 을 하여 공개․이용․기타 사용에 제공되어서

는 아니 된다. ⑤ 안 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는 분실 는 불법 인 근, 훼손 괴, 

사용, 변조, 공개 등의 험으로부터 한 안 보호조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⑥ 공개

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와 련된 정보처리장치의 설치․활용  정책은 일반에 공개

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존재와 내용․주요 이용목 ․정보취 자의 신원  소재지

를 분명하게 하기 한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개인참가의 원칙 : 개

인은 자기에 한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한 

정보를 합리 인 기간 내에 합리 인 비용과 방법에 의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받

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에 개인은 그 이유의 고지를 요구하고, 

거부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의 기․정정․보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⑧ 책임의 원칙 : 정보취 자는 의 모든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87) 이은 안 제2조 (기본이념) 

    ① 개인정보취 자는 개인정보의 취 에 있어서 공정․투명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로운 인격발 과 정보사회의 지속  발 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는 자신



98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구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킬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만(노회찬안 제4조88))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조문

으로 이러한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집제한의 원칙(노회찬안 제5조․제10조․제17조, 이은 안 제6조, 

정성호안 제4조․제5조), ② 정보정확성의 원칙(노회찬안 제9조, 정성호안 

제56조), ③ 목 명확성의 원칙(노회찬안 제5조 제2항, 이은 안 제6조 제2

항, 정성호안 제4조 제3항), ④ 이용제한의 원칙(노회찬안 제7조, 이은 안 

제10조, 정성호안 제52조․제60조), ⑤ 안 보호의 원칙(노회찬안 제13조, 

이은 안 제13조, 정성호안 제57조), ⑥ 공개의 원칙(노회찬안 제5조 제2

항, 이은 안 제6조 제2항, 정성호안 제4조 제3항), ⑦ 개인참가의 원칙(노

회찬안 제11조, 이은 안 제11조, 정성호안 제64조), ⑧ 책임의 원칙(노회

찬안 제22조, 이은 안 제16조, 정성호안 제58조․제59조).

통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기본법이고 기본법은 법제화된 내용에 

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에서, 선언  

의미이지만 이러한 기본원칙의 수에 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 개인정보에 하여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취 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는 특정한 이용목 에 따라(목 명확성의 원칙) 필요한 범  안에서 최소

한으로 수집되어야 한다(수집제한의 원칙).

      2. 개인정보는 그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정보정확성의 원칙) 안 한 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안 보호의 원칙).

      3. 개인정보는 그 취 에 있어 투명성과(공개의 원칙) 정보주체의 참여가 합리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개인참여의 원칙).  ※ 호 내 내용은 필자가 첨가.

88) 노회찬안 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장에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구체 으로 

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원회는 이 장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체화하기 해 개

인정보호호지침 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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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합법의 시행과 련하여 국가에 해서는 기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정한 취 을 확보하기 해 필요한 시책이나 법

률상의 후속조치 등을 종합 으로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에 해서도 국가 개인정보보호 시책이나 법률에 따라 지역의 특성

에 부합되게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

가 있다. 

통합법안  이은 안은 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에 

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취

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국가는 정보주체의 권리신장을 하여 

련 제도  사회  행의 개선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이은 안 제18조). 구체

으로 정부는 개인정보를 취 하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리 ․기술

 보호 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취 과정이 투명하게 리되고 합리

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의 방 

 신속한 구제를 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수립하

여야 한다(이은 안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시책

의 수립의무에 있어서는 정부 이외의 국가기  한 외가 될 수 없다. 

동 법률안은 헌법기 인 국회․법원․헌법재 소  앙선거 리 원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시책을 강

구하도록 하고 있다(이은 안 제19조 제4항). 

통합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상 선언 이나마 국가의 책무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기본

법의 취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한 취 을 

확보하기 해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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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책무는 단계 으로는 ①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② 다음으로 이러한 책무에 따라 정부  국

가기 이 개인정보보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를, ③ 그리고 이러한 조

항에 근거하여 구체 인 업무추진을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라. 다른 법률과의 계

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입법체계는 부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분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

서 규율 역이 유사하거나 특정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한 타 

법령과 내용  용의 면에서 첩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가 문제된다. 통합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을 감안할 

때, 원칙 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되 특별

히 타 법령에서 용 상  용범 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노회찬안 제3조, 이은 안 제4조 

제1항). 한 향후 련 법령의 제․개정시에는 기본법의 취지  내용

을 참고로 하여 기본법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이은

안 제4조 제2항 참조). 

2. 용범 (규율 상의 문제)

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포 여부

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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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을 들 수 있다. 

먼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동법의 보호 상은 “공공기 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고(제1조), 여기서 공공기 이라 함

은 “국가행정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을 말하므로(제2조 제1호) 동법의 보호범 가 공공부문에 한한다는 

은 법문상 명백하다.89)  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의 주체로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를 상정하고 있고(제22조 내지 제40조 참조), 여기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 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통신사업자90)와 리를 목 으로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므로(제2

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법의 보호 상이 민간부문에 한한다는  

한 명백하다. 

행법의 이러한 2원  입법태도는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그것이 공공부문의 것인지 민간부문의 것인지에 따라 차별 으로 취 되

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일정 범 에 있어 입법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흠결상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이에 하여 공공과 민간 양 부문을 통일 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합 개

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부응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던 법률안들은 모두 개인

89) 동법은 공공기  외의 개인 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와 련하여 “공공기  외의 개

인 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 의 에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계 앙행정기 의 장은 개인정보

의 보호를 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  외의 개인 는 단체에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22조), 이

러한 규정의 반시 이에 한 아무런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  강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90) 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8.28, 1998.9.17>

    1. “ 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는 신고를 하고 기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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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집․이용의 주체, 즉 개인정보취 자에 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이은 안 제3조 제3호, 정성호안 제2조 제3호 참조). 즉 법률안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 으로 용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형태

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 부문을 공통 으로 규율하는 이러한 입

법이 실 될 경우 기존의 부문별 개인정보보호 련법령들의 폭 인 정

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노회찬안과 정성호안은 부칙에서 공공기 개

인정보보호법을 폐지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장(개인정보보호)을 삭제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 상 정보의 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외의 정보를 보호의 상으

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

보의 양이 늘어났지만 그 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정보 한 개인정보

보호의 상으로부터 제외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수 없는 정보 한 보호되는 정보의 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경우 그 개인정보가 보호의 상이 되는 정보의 범 에 포함

되는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권리라기보다 

인간의 권리이고 인격권의 일종인 을 감안하여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

인에게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본다.

생존한 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주체가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다면 사망한 자 한 그러한지가 문제된다.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의 명

  유족의 개인정보와 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자에 해서도 개인정보 주체로서의 보호를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통합법률안  노회찬안의 경우 개인정보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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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다만, 사자(死 )에 한 정보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노회찬안 제2조) 사망한 자의 정보 한 개인정

보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원칙 으로 자연인

으로서의 인격이 인정될 수 없고 권리행사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 생존한 자와 동등한 정도로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정은 보호의 기간을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호의 정도를 기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본다.

다. 개인정보취 자의 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 ․이용하는 자(개인정보취 자)의 범 를 

어디까지라고 볼 것인지가 한 쟁 이다.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 자는 공공기 이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 다. 개인정보취 자의 개념에 해 이은 안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처리․이용하는 자”(이은 안 제3조 제3호)라고 하고 있고, 

정성호안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자체 으로 수집․생산․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정성호안 제

2조 제3호)라고 하고 있다. 노회찬안은 개인정보취 자에 한 특별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단 모든 국민이 개인정보를 작성 는 취득하는 

순간 개인정보취 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편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공공

기 이나 사업자를 개인정보취 자로 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노회찬안 

제5조 제2항 제1호 등). 

각각의 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기 을 정함에 있어서는 취 하는 개인

정보의 성격과 함께 개인정보취 자의 성격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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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리목 에 이용하기 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자만을 상으로 할 

것인지, 리목 은 없더라도 업무상 이를 취 하는 자를 상으로 할 것

인지, 아니면 이에 한 구분을 두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라면 

구든지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

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 구체 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정보통신부가 제안하 으나 통합법 논의에 려 입

법추진이 단된 가칭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안)’에서는 

“‘개인정보취 사업자’라 함은 리를 목 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처리․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제2조 제4호) 

개인정보취 자를 ‘ 리의 목 으로’ 개인정보를 취 하는 ‘사업자’에 한

정하고 있다.

생각건  통합법의 기본 인 용 상에 하여 최소한 ‘업무자’일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일단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 하는 자 

부에 하여 동법의 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가운데 일정한 규모 이

상으로서 는 업무로서 이를 행하는 자의 경우 그에 합당한 인 ․물

․ 차  기 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정보주체의 범

개인정보취 자에 응하는 개인정보의 주체, 즉 ‘정보주체’의 개념과 

련하여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

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

다(제2조 제8호). 이에 하여 정보통신망법은 이를 ‘이용자’라 표 하면서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

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개인정보처리지침은 이를 

구체화하여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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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법률안들 한 ‘정보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보주체란 “처리정

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당사자가 되는 자”(노회찬안 

제2조 제4호) 는 “취 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

의 주체가 되는 자”(이은 안 제3조 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안은 ‘본인’이라는 표 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에 하여 ‘본인’이

라 함은 개인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특정 개인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성호안 제2조 제4호). 표 은 약간 다

르지만 모두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행법령  통합법안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보호의 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표 상의 

차이는 있으나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일부 통합법률안의 경우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는 

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상속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범 에 사자(死 )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다(노회찬안 제2조 

제4호 후단). 사자는 원칙 으로 라이버시권 는 자신의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정

보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자의 개인정보가 사자의 개인정

보인 동시에 사자의 유족의 개인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정보는 사망자의 유족의 개인정보로서 제한 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91)

91)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 고도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 Law, 사이버출 사, 

2001,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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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단계별 정보보호 :  수집, 유지․ 리, 유통

가. 정보의 수집단계

1) 수집방법의 일반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정된 범  내에서 법정된 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함

은 당연하다. 통합법안 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법하고 공

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취 자의 정보수집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노회찬안 제5조 제3항, 이은 안 제7조 제1항). 이은

안은 철회되기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철회 후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정보수집의 방법

과 차가 법정되어 있는 만큼 선언  성격이 강한 규정이라 볼 수 있으

나, 개인정보취 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입법론 으로 재고를 요한다.

2) 동의의 요부  시기

행 법령의 결정 인 문제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의 

동의의 문제이다. 재 개인정보보호와 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표 인 법령은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원칙 으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

고,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범 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3조). 그런데 이와 달리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공공기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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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법은 이러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행법상 공공기 의 경우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라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5조 참조).92) 

이러한 문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하는 기본법을 만들 경우에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공공부문에서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

로 할 것인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 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은 여 히 쟁 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에 한 입법정책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통합법안은 어도 이 문제에 련하여서 만

큼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까지 입법의 불비로 지 되고 있던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의 태도를 지양하고 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정보주

체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규정의 형식은 약

간 다르다. 이와 련하여서는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동의를 획득하는 시 이 문제된다.

먼  동의의 원칙화 여부와 련하여서는 원칙 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

고 동의가 필요 없는 외사유를 규정하는 방식(노회찬안 제5조 제1항, 정

성호안 제4조)과, 처음부터 동의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 사유

들 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식(이은 안 제6조 제1항)으로 나  수 있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보호의 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차

를 거쳐 수집․가공되는 경우 이용과 제공이 상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

92) 다만,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공공기 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

본  인권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 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제4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여 규정

하고 있으나,  규정은 소  ‘민감정보’의 수집 지  동의시 지해제에 한 규정

으로서, 개인정보 일반의 수집시 동의획득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에 주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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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쪽에 더 큰 비 을 두느냐에 따라 입법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생각건  정보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볼 때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당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묻지 않는 범 를 확 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과 외 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규범의 효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그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입법방식이 구체  사안에 있어 더욱 타당

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동의를 획득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노회찬안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

고 있다(노회찬안 제5조 제2항).93)  “개인정보의 수집․생산․이용은 이 법

률과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련 당사자가 동의를 했을 때에만 가

능하다.”고 하는 규정(정성호안 제4조 제1항)도 수집은 동의를 제로 하

는 것이므로 사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94)  이은

안은 안과 수정안의 내용이 다르다. 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한 경우에는 사후에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

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후동의를 요구하고 있었으

나(이은 안 제7조 제2항), 수정안에서는 “개인정보취 자가 … 동의를 

93) 정보주체로부터 직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정보주

체에게 알리는 것이 당해 정보주체의 생명이나 신체에 한 험을 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에’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노회찬안 제5조 제5항). 한 이 때에는 ① 개인정보 리책임자의 성명․

소속부서․직   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 개인정보의 수집목   이용목 , 보존

기간,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   제공할 정

보의 구체 인 내용, ④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그 행사방법, ⑤ 그 밖

에 개인정보 보호를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고지하

여야 한다(노회찬안 제5조 제6항). 

94) 정성호안은 사 동의를 요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인의 동의는 개인 정보의 수

집목 ․생산 는 이용에 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에 하여야만 유효하다.”

고 하고 있다(정성호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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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할 때에는 … 미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사 동의를 요하고 있다(이은 안 제6조 제2항). 생각건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 으로 정보수집 이 에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은 안이 사후동

의획득의 원칙을 철회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3) 동의획득의 차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  수집하거나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노회찬안 제5조 제1항, 정

성호안 제4조 제2항).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 노회찬안은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계약의 이행을 하여 필

요한 경우, ③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 정산을 하여 필요한 경우, ④ 언

론․출 을 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⑤ 정보주체의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 험을 막기 하여 부득이한 경우, ⑥ 이 법 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제5조 제4항)를, 정성호안은 ① 다른 법

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 ② 본인의 우월한 이익을 보호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제4조 제2항)를 들고 있다.

이와 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 CCTV, 컴퓨터시스템 등 자동

화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

다. 통합법안  이은 안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입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든지 폐쇄회로 텔 비 (CCTV), 자동정보수집 컴퓨터 로그

램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때에는 고지(정보통신망에 의한 고지 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은 안  수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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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지가 정보주체의 동의와 같은 수 의 법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이다. 정보수집자의 일방 인 고지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의 경우 그 자에게 당해 시설  장치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에는 정보수집자의 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

었고,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 처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을 반 하여 수정안은 개인정보취 자가 자동정

보수집장치의 설치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한 경우

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것과 같이 취 될 수 있되, 정보주체가 그 

설치  정보이용에 한 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이은 안 

제9조 제3항). 수정안의 내용은 자동화기기에 의한 정보수집시 동의의 문

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고 정보화사회에 있어 그러한 상은 일

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고지에 정보주체의 동의와 마찬가

지의 법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95)  

4) 동의획득시 고지사항

개인정보수집에 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시 개인정보취 자로 하여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보주체로 하여  수집된 자

신의 정보가 구에 의해서, 어떠한 범 에서, 어떠한 목 으로, 어떠한 방

식으로 사용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

의 행사에 더욱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구체 으로 고지되어야 할 사항은 ① 정보수집의 주체(개인정보 리책

95) 만약 백화 에서 CCTV에 의한 촬 시 촬 장소 인근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

를 한 경우, 특정한 고객이 카메라의 설치  그에 의해 촬 된 본인의 정보의 이용에 

해 명시 인 반 의사를 표명하 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 백화 측으로서는 

CCTV의 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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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   화번호 기타 연락처 등), ② 정보수집

의 목 (개인정보의 수집목   이용목 ), ③ 정보수집의 내용(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 와 내용, 수집경 , 보존기간 등), ④ 제3자에 한 정보제

공시 이와 련된 내용(제공받는 자, 제공목   제공할 정보의 내용), ⑤ 

리목  사용시 련내용( 매․유포하는 정보의 내용  리행 의 종

류), ⑥  기타 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등이다.

5) 동의획득의 외사유

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는 단순히 정보주체의 이익을 해 보호되어

야 할 상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법  차를 거쳐 수집․가공되

는 경우 이용과 제공이 상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특히 정보수집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할 만한 사회  

이익이 있다고 단한 경우에는 동의획득의무의 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

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사유는 일반 으로 침해되는 이익과 

확보되는 이익간의 이익형량에 의해 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통합법안에서 공통 으로 보여지는 동의획득의 외사

유를 들어 보면 ① 타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동의획득의무를 배제

하는 경우(노회찬안 제5조 제1항, 이은 안 제6조 제2항, 정성호안 제4조 

제2항), ② 정보주체의 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침해 험을 막기 하

여 부득이한 경우(노회찬안 제5조 제1항, 이은 안 제6조 제2항), ③ 언

론․출 의 자유를 보장하기 한 필요․최소한의 정보의 경우(노회찬안 

제5조 제1항, 이은 안 제6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정성호안은 “정보주체의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정성호안 제4조 제2항), 기본 으로 우월한 이익의 단기   

단주체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단기   단주체의 해석의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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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오히려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한 노회찬안의 경우 계약의 이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의 제

공에 따른 요 정산을 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 바(노회찬안 제5

조 제1항), 이는 행 정보통신망법의 규정96)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모든 분야에 용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통합법안의 경우, 계약이행  용역제공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련된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수

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

려가 있다는 에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비 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행 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동의획득의 외사유로 규정한 이은  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용될 수 있다. 당해 법률행 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 법률행

의 목 달성을 해서라면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합리화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6) 동의의 철회

정보주체가 보유하는 자신의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은 정보의 수집단

계에서 뿐 아니라 정보의 유지․보존, 이용․제공  정정․폐기에 있어서

도 유효한 권리이므로, 정보주체는 자신이 수집을 허용했던 정보의 존속 

여부에 한 결정권 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언

96)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 정산을 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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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지 자신에 한 정보의 보유자에 하여 정보수집에 한 동의를 철

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항, 노회찬안 제10조 

제1항). 이 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에 한 동의를 철회

한 경우 장래를 향하여 개인정보취 자의 당해 정보에 한 권리가 소멸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취 자는 법률상 개인정보를 보유하여

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하

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노회

찬안 제10조 제2항). 

7)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정보의 집 은 그 유용한 이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로 개인의 

사생활 역에 한 요인이 된다. 특히 개인의 내 한 신상정보  정

신세계의 역 등과 련한 정보는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 정보주

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수도 있다는 에서 취 에 신 을 기

하여야 한다. 이와 련하여서는 개인의 권리  사생활을 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소  ‘민감정보’)의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정

보의 수집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특정 목 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먼  민감정보의 수집과 련하여 행법  통합법안  일부는 공통

으로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

률에 수집 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 으로 이

를 수집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1항, 노회찬

안 제6조 제1항, 이은 안 제8조 제1항). 그러나 이에 하여 이은 수

정안은 안과 달리 사상․신념에 한 정보, 지문․홍채․유 정보․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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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인의 신체  특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정보, 는 과거의 

병력 등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민감정보로 분류하면서(이은 안 제7

조 제2항), 구든지 이러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정보의 비  유

지를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이 없는 자

가 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 기술 등을 도입하는 등 기술 ․ 리  조치

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이은 안 제7조 제1항) 민감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도 원칙 으로 개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생각건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역에 미치는 향이 심 한 

만큼 그 수집  리에 더욱 신 을 기하여야 한다. 아무리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처리하고 암호 등 기술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정보 출의 

험성은 상존하는 것이며, 그 경우 동의에 기 하지 않은 정보의 출은 

정보주체에게 회복불가능한 불의의 타격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

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감정보는 원칙 으로 이를 수집할 수 없다고 함

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정도의 문제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에 정보주체

의 동의를 원칙으로 요구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

수집의 목 을 달성하기 한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됨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철되기 해서는 우선되어야 할 제가 있다. 정

보주체가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이다. 행법과 통합법안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상품

이나 역무의 제공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노회찬안 제6조 제2항․제4항). 

한편 이은 안은 “ 구든지 타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목 으로 개인정보

를 수집, 처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은 안 제

8조). 당연한 내용의 재확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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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의 유지․ 리단계

1) 정보의 열람․정정청구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은 정보의 수집․생성단계로부터 리․유

지단계, 이용․제공단계, 기․삭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미침은 당연하

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 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정보수집에 한 동의가 그 이후 모든 단계에서의 면 인 동

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자신에 한 정보를 취 하

는 자에게 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

며, 그 내용 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정보통신

망법 제30조 제2항, 노회찬안 제11조 제1항, 이은 안 제11조 제1항).97)  정

보주체의 이러한 권리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공개의 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취 자는 지체 없이 오류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에는 당해 정보

를 이용 는 제공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제5항, 노회찬

안 제11조 제2항, 이은 안 제11조 제1항).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입증은 

정보주체에게 있으므로 정정 등의 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정보주체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정성호안 제64조 제3항). 정보취 자는 

97) 통합법안들은 기본 인 취지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세부 인 부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먼  정성호안은 열람청구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정성호안 제63조 

제1항),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2주 내에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성

호안 제63조 제2항). 노회찬안은 자료의 ‘열람’이라는 표  신 ‘자료의 요구’라는 표

을 사용하면서 그 요구의 상이 되는 자료로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

,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황, ③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

역, ④ 개인정보 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황, ⑤ 기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

거하고 있다(노회찬안 제11조 제1항). 한 이은 안은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에 당해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이은 안 제

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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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 개인정보의 부 는 일부에 하여 정정 등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정성호안 제64조 제3항). 

2) 정보의 열람․정정청구의 제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한 것이라도 그것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거나, 국가안보 등을 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  내에서 제한

될 수 있다. 통합법안들 역시 이러한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를 들면 ①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정보주체인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의 열람이 국가의 안보

에 한 향을 미칠 경우, ③ 다른 법률에 의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노회찬안 제12조, 이은 안 제11조 제3항),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

람  정정에 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⑤ 개인정보취 자가 

열람  정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이은 안 제11조 제3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정보의 갱신․ 기

개인정보의 갱신은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의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한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기 에 그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노회찬안 제9조). 

그 다면 수집․제공된 정보가 그 목 을 달성하 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 자는 더 이상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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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기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노회찬안 제8조). 명목  기 신 당해 개인정보

에 하여 삭제․ 기  근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은 안 제12조). 

다. 정보의 유통단계 : 이용  제공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하여 동의를 하 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해 정보수집자가 동의한 목 범  내에서 동의한 방법

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는 에 동의한 것이라 이 당연하

다. 따라서 개인정보취 자는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범  내에 한

하여서만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용의 범  내에는 제3자에 한 제공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에 하여 수집한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공에 한 동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 노회찬안 제7조 제1항, 이은 안 제10조 제1

항  제2항 제1호, 정성호안 제53조 제1항). 이러한 논리는 직  정보수집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정보통신망

법 제24조 제2항, 노회찬안 제7조 제2항, 정성호안 제53조 제2항). 

다만, 행법  통합법안은 이에 한 외조항을 두고 있다. 외 인 

사유의 로는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노회찬안 제7조 제1항 제3호, 이은 안 제11조 제2항 제2호, 

정성호안 제53조 제3항 제1호), ② 국가의 기 ․지방자치단체 는 이들 

기 으로부터 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한 지장을  우려가 있는 경우(정성호안 제53조 제3항 제4호), ③ 사람의 

생명․신체 는 재산의 보호를 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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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곤란한 경우(정성호안 제53조 제3항 제2호), ④ 공 생의 향상 

는 아동의 건 한 육성을 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

는 것이 곤란한 경우(정성호안 제53조 제3항 제3호), ⑤ 통계작성․학술연

구 는 시장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노회찬

안 제7조 제1항 제2호), ⑥ 계약의 이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노회찬안 

제7조 제1항 제1호) 등을 든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사유의 경우 ‘개인정보’의 개념 자체가 ‘당해 정보

로 인하여 정보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는 을 감안하

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개인정

보의 개념 자체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의문시된다. 한 여섯 번째 사유 

한 이행되는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러

한 계약의 이행을 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다는 것은 정보주체의 

라이버시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에서 비 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이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취 자가 되는 것을 

제로 한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을 무비

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성호안은 개인정보취 자가 개인정보를 취 할 때에는 그 이용

의 목 을 특정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취 자는 이용목 을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된 이용목 에 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정성호안 제53조 

제3항), 이용목 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의 이용목 과 상당한 련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 를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

성호안 제52조). 그러나 이는 상당성 단 이 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는 정보주체에 한 일방 인 통지만으로 이용목 의 변경 자체를 원천

으로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는 에서 자의  해석의 험성이 상존한

다고 생각된다.98) 역시 입법론 으로 재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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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  개인정보보호 원회

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립 논의

1) 통일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재 입법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성

격과 권한, 조직 등에 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

 감독기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임무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 근본 원인은 직  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고유 임무로 하는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도 함께 맡고 있는 구조  모순 때문이다. 를 들어 행정자치부

는 자정부의 주무부처이자 경찰청의 상 부처이며, 주민등록정보를 비롯

한 요하고도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량으로 수집하는 최 의 개인정보

수집자이다. 한 정보통신부와 융감독원은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융산

업의 발 을 고유의 임무로 하는 부서로서 기업의 편의나 산업상의 고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보통신부 산

하의 개인정보보호 원회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단 세 차례 열

렸으며, 그  두 차례는 서면회의로 체되는 등 사실상 거의 운 되지 

98) 특히 정성호안은 개인정보의 이용목  변경시 통지와 련하여 ① 이용목 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함으로써 본인 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이용목 을 본인에 통지하거나 공표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

취 자의 권리 는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기  는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목

을 본인에 통지하거나 공표함으로써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

우, ④ 취득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용목 이 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

용목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로 하여  일방 인 

통지로부터 마  배제될 수 있도록 할 험을 안고 있다(정성호안 제5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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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정부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라는 명목 하에 각 부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까지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인 토 로 삼고 있다는 에서 그 험성은 더욱 증 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꾸 히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을 주장

하여 왔다. 감독기구는 기존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여야 

하고, 독자 인 지침 작성권이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리 상황의 일상  

감독  사 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부분 인 개인

정보 련업무를 담당하던 부처가 담당하기보다는 독립성을 확보한 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꾸 히 자정부 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한 기본법에서 감독하여야 

할 상이 한 각 정부부처의 업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부

처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독립  개인정보보호 원회의 설립

이러한 논의 끝에 탄생한 통합법안들은 부분 개인정보보호에 한 사

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한 다른 법률의 정한 수

여부를 감독하기 하여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노회찬안 제60조, 이은 안 제24조, 정성호안 제17

조․제18조). 

먼  노회찬안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원회를 설립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 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노회찬안 제60

조). 시민단체들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① 개인정보보호기구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  구성은 세계  추세라는 , ② 정부의 개인정보침

해를 감독․규제해야 할 원회를 정부 산하에 두는 것은 부 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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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책수립기능(해당 정부부처)과 권리구제기능(국가인권 원회)을 

분리하게 되면 원회가 권리구제기능 행사시 조정안 등을 통해 사실상 

정책  기 을 제시하게 되므로 비효율 이라는 , ④ 국가인권 원회 권

고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 하에서 국가인권 원회의 민간부문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한 효율  응가능성이 의문이라는 , ⑤  이를 해 국

가인권 원회법을 개정할 경우 국가인권 원회의 성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동 법률안은 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확

고하게 하기 하여 원회의 원을 국회와 통령이 선출․임명하도록 

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산상의 독립성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

다는 이 특징이다(노회찬안 제61조․제62조). 정성호안 한 외부의 어

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정

보보호 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정성호안 제17조․제18조).

한편, 이은 안은 개인정보보호를 한 별도기구를 설립하기 해서

는 100여명의 신규인력 필요한데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조

직․인력․ 산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재 정보통신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복문제도 생기므로, 그 안으로 재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권

원회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이라는 을 강조

하면서 국가인권 원회 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한 신고 수․조사․시정권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이은

안 제24조). 그러나 이에 한 비 여론이 거세지자 수정안에서는 국무

총리 소속 하에 ‘개인정보보호 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개인정보침해구제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은 안 제24조․제32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생명은 ‘독립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감독기구의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민

들의 신뢰를 얻어 성공 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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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은 인사(조직구성  신분보장), 산, 업무집행에서 각각 보장되어

야 한다. 독립성의 수 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한 문제를 다룬다는 에

서 국가인권 원회에 하는 수 을 요하며, 특히 행정부의 업무를 견제한

다는 측면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이 반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직구성과 업무일반

1) 조직구성의 독립성

먼  조직구성의 독립성과 련하여 보면 통합법안들은 1인의 원장과 

3인의 상임 원(이은 안은 1인)을 포함한 9인의 개인정보보호 원으로 구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노회찬안 제61조 제1항, 이은 안 제25조 

제1항, 정성호안 제19조 제1항). 그러나 그 구성방법에 해서는 ① 국회가 

선출하는 5인(상임 원 2인 포함)과 통령이 지명하는 4인을 통령이 임

명하는 방식(노회찬안 제61조 제2항), ② 원장과 상임 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원은 통령이 임명 는 

하되, 이 경우 원  3인은 국회가, 3인은 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

를 임명 는 하는 방식(이은 안 제25조 제2항), ③ 국회가 지명하는 

3인, 통령이 지명하는 3인, 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통령이 임명하

는 방식(정성호안 제19조 제2항)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이와 련하여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구성을 보면 부분 국회와 사법부  행정

부가 원의 구성에 여하고 있는 을 알 수 있다.99)  독립 인 감독기구

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기존 정부부서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의 미

비에 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3권 분립 정신

99) 이에 한 자세한 것은 이은우,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기본골자”, 인권시민사회단체 공

청회 자료집(2004.5.27.), 라이버시법제정을 한연석회의, 3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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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입법․사법․행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원회 구성에 참여하

는 제3안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원장과 상임 원의 신분

은 이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노회찬안 

제61조 제4항, 이은 안 제25조 제3항, 정성호안 제19조 제4항). 원장의 

선출방식으로는 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노회찬안 제61조 제3항)과 통

령이 임명하는 방법(정성호안 제19조 제3항)이 있는데, 원회의 독립기구

․ 립  성격을 고려할 때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원회의 조직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

령령으로 정하고(노회찬안 제73조, 이은 안 제33조 제1항, 정성호안 제31

조), 원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노

회찬안 제73조, 이은 안 제33조 제2항, 정성호안 제31조) 한 원회는 

이 법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 업무로 임된 사항에 하여 규칙이

나 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76조).

2) 원의 신분보장

원의 신분보장과 련하여서는 ① 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노회찬안 제

64조, 정성호안 제22조), ② 일정한 결격사유100)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

고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이은

안 제27조 제4항). 먼  노회찬안의 경우 면직사유로 고 이상의 형 외에 

‘탄핵’을 들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원회 원은 행법상 탄핵의 상

(헌법 제65조 참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입법상의 오류로 생각된다. 

한 이은 안은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되는 경우 의사에 

100) 동 법안은 결격사유로 ① 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자, ③ 정당의 당원, ④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등을 들고 있다

(이은 안 제27조 제4항․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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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면직 는 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한 원의 신분보장을 

한 규정과 임용상 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를 혼동한 결과로 보인다.101) 

따라서 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제1안에 의함이 타

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재까지는 개인정보보호 원회의 소속  

원의 신분 등에 한 세부 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

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인지조차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서는 구

체 인 후속입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102)

이밖에 통합법안은 원의 정치  립을 규정하고 있다(이은 안 제27

조 제1항 제3호, 정성호안 제23조 제1항 제3호․제24조 제2항). 

3) 원회의 업무내용

먼  노회찬안은 ①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령(입법과정 에 있는 법령

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 행의 조사와 연구  그 개선이 필요한 사

항에 한 권고 는 의견의 표명, ② 개인정보보호에 한 고시․지침․

가이드라인의 제정, ③ 개인정보 침해행 에 한 조사와 구제, ④ 개인정

보보호 기술의 연구지원, ⑤ 개인정보보호 황에 한 실태조사, ⑥ 개인

정보보호에 한 교육  홍보, ⑦ 개인정보보호침해의 유형․ 단기   

그 방조치 등에 한 지침의 제시  권고, ⑧ 국제개인정보보호 련된 

국제기구  외국의 개인정보기구와의 교류․ 력활동, ⑨ 개인정보보호의 

옹호와 신장을 하여 활동하는 단체  개인과의 력, ⑩ 개인정보 데이

터베이스의 등록, ⑪ 개인정보 향평가의 시행과 연구, ⑫ 그밖에 이 법률

101) 를 들어 정성호안은 제24조 제1항에서 이은 안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원의 결

격사유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102) 만약 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라면 이은 안에 제시된 결격사유의 부분은 국가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의해 해결될 것이므로 동 법안에 따로이 원의 신분과 련

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4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문제 과 입법론  검토  125

에 규정된 사항과 기타 개인정보보호의 보장과 향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고(노회찬안 제74조), 이은 안은 ①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에 한 시책의 수립  집행, ② 개인정보에 한 법령  

제도의 개선, ③ 개인정보 침해에 한 조사․고충처리  피해구제, ④ 개

인정보에 한 분쟁의 조정, ⑤ 개인정보보호에 한 기술개발의 지원  

보 , ⑥ 개인정보보호 련 민간단체의 지원, ⑦ 개인정보의 이용  보호

에 한 교육  홍보, ⑧ 개인정보보호를 한 국제기구  외국의 개인

정보보호기구와의 교류․ 력, ⑨ 그밖에 개인정보의 이용  보호를 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으며(이은 안 제34조), 정성호안은 

① 개인정보보호  침해방지에 한 연구  조사, ② 개인정보침해의 진

정 수  이에 한 조사  구제, ③ 개인정보침해에 한 상담  조

언, ④ 개인정보의 등록, ⑤ 개인정보보호에 한 홍보․교육기획  개인

정보 침해방지기획, ⑥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  향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들고 있다(정성호안 제34조).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법안에서 공통 으로 들고 있는 업무는 개인정보

에 한 법령  제도의 개선, 개인정보 침해행 에 한 조사․고충처리 

 피해의 구제,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연구 지원, 개인정보의 이용  보

호에 한 교육  홍보, 개인정보보호를 한 국제기구  외국의 개인정

보보호기구와의 교류․ 력 등이다(노회찬안 제74조, 이은 안 제34조, 정

성호안 제34조).

4) 기 간 의

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업무를 통할하는 기 으로서 개인정보보

호에 련된 모든 업무를 총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시책을 강구하기 하여 원회를 심으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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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계 행정기 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이은 안 

제36조 제1항, 정성호안 제16조), 그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 계기

 등’)에 의를 요청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75조 제2항, 이은 안 제36조 

제2항, 정성호안 제35조 제2항). 그리고 계 국가행정기  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향상에 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노회찬안 제75조 제1항, 정성호안 제35조 제1항). 

5) 일반 인 조사  청문

독립  감독기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한 범 에서 원

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 으로는 ① 자료수집권, ② 

업무 조요청권, ③ 소환하여 진술하게 할 권한, ④ 장조사권 등을 부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  원회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계기 에 한 업무 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통합법안은 이와 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계기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자료제출요구권] ② 사실에 하여 조회할 수 있고[사실조회권], ③ 

문  지식 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

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출석요구  진술청취권] 하고 있으며(이

상 노회찬안 제77조, 이은 안 제37조, 정성호안 제36조), ④ 개인정보취

자의 업무 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장조사권] 할 수 있다(이은 안 제

38조). 한 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①-③의 경우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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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는 조회를 받은 기 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와 같은 업무 조요구가 계기  자체에 하여 인정되는 조사방법

이라면, 청문회는 기 이 아닌 개인에 한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의 일환으로 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자에 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는 의견

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통합법안은 그 상이 되는 자로 계기  등의 

표자, 이해 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을 들고 있다(노회찬안 제

78조, 정성호안 제37조). 원회의 조사권의 실질  보장을 해서는 청문

회의 상을 한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러한 청문회의 상자에 한 

규정은 시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03) 

6)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개인정보에 한 분쟁을 조정하기 하여 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이하 ‘분쟁조정 원회’)를 둔다(이은 안 제43조, 정성호안 제45조). 

시민사회단체안인 노회찬안에는 이에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명

칭은 같지만 재와 같이 정보통신부 산하(정보통신망법 제33조) 는 국

가인권 원회 산하(이은 안 제29조)의 기 은 아니며,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원회 산하의 원회이다.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되고(이은 안 제44조 

제1항, 정성호안 제46조 제1항), 원장은 상임 원  1인이 이를 겸직한

다(이은 안 제44조 제2항, 정성호안 제46조 제2항). 원은 ①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에서 정보통신․정보보호 분야 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사․검사 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103) 법안에 따라서는 이외에 진정인․피진정인, 참고인을 드는 경우도 있다(정성호안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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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③ 4  이상 공무원 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   련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한 경험이 있는 자 에서 

원장이 임명 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은 안 제44조 제3항, 

정성호안 제46조 제3항).104)

개인정보와 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 원회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 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은 안 제45조, 정성호안 제47

조). 분쟁조정 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

게 통보하여야 하고(이은 안 제46조 제1항, 정성호안 제48조 제1항), 당사

자가 조정안 작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

우에는 분쟁조정 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이은 안 제46조 제2항, 정성호안 제48조 제2항). 당사자가 조정수락

기간 내에 분쟁조정에 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정성

호안 제48조 제3항) 조정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조정

서에 기재된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간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이은 안 제

46조 제3항, 정성호안 제48조 제4항).

분쟁조정 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 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 으로 조정을 신청하 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

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은 안 제47조 제1항, 정성호

안 제49조 제1항). 한 분쟁조정 원회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

한 경우에는 그 거부사실과 거부이유 등을 상 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은 안 제47조 제2항, 정성호안 제49조 제2항),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지하고 역시 이를 상 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4) 이은 안은 이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심과 조 가 있는 

자”를 추가하고 있다(제44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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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안 제47조 제3항, 정성호안 제49조 제3항). 

이밖에 개인정보에 한 분쟁의 조정을 하여 필요한 차 등은 원

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은 안 제48조, 정성호안 제50조).

다. 침해행 의 조사  피해구제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침해행 에 한 원회의 응은 략 ① 개인

정보보호의 보호와 향상을 하여 사  조치가 필요한 단계, ② 조사 결

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단되는 단계, ③ 조사사실이 범죄행 에 해

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조사결과가 범죄행 에 해당하

는 단계의 3단계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1) 개인정보침해 이 단계

노회찬안은 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와 향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기  등에 하여 정책  행의 개선 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노회찬안 제79조 제1항), 권고를 받은 

기 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 하고 이행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원회에 문서로 제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회찬안 제79조 제2항․제3항). 

그러나 의견개진의 상을 그 범 가 모호한 ‘ 계기 ’으로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직 으로 ‘개인정보취 자’라는 표 으로 바꾸는 것이 나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문서

로’ 제출하게 하는 것보다는 권고사항에 해 조치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

으로든 통보하면 족한 것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이은 안 제35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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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향을 미치는 재  는 

원회가 조사 는 처리한 내용에 하여 재 이 계속 인 경우, 법원 는 

헌법재 소의 요청이 있거나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

의 담당재 부 는 헌법재 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81조 제1항․제2항) 

2) 개인정보침해 이후단계

개인정보가 침해된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도 원회는 직권으로 이를 조

사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결정 으로 달라지는 은 피해당사자의 신

청(진정)에 의한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이다. 즉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한 행 에 의해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경우 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83조 제1항, 정성호안 제39조). 그러

나 이러한 신청에 의한 조사 외에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원회가 이에 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노회찬안 제83조 제2항). 정성호안의 경우 직권조사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입법의 불비라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계인 는 계기  등에 한 ① 출석요

구105)  진술청취 는 진술서 제출요구,106) ② 자료 등의 제출요구, ③ 

사실 는 정보에 한 조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④ 원 등으로 하여

 일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장소․시설․자료 등에 하여 실지조사 는 

105) 피진정인에 한 출석요구는 개인정보침해행 가 있었다고 의심이 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85조 제5항). 

106)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노회찬안 제85

조 제4항, 정성호안 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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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실지조사 는 감정시 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

자나 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노회찬안 제85조 제

2항․제3항, 정성호안 제41조 제1항․제2항).107)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노회찬안의 경우 원회가 이러한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조사에 필

요한 자료 등의 소재 는 계인에 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다(노회찬안 제86조 제1항). 

여기서 ‘질문’에 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검사’라는 표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서류 는 물건의 소유자 는 리자

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제처분으로서 헌

법상 장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법  성격에 

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① 진정이 무기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행

하여진 경우, ②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진정의 내용이 원회의 조사 상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⑤ 진정이 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⑥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⑦ 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등에는 진정을 각하하며(노회찬

안 제88조 제1항, 정성호안 제40조 제1항),108)  진정의 내용이 권리나 이익

107) 계 국가기 의 장은 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는 시설에 한 실지조사 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는 시설

이 ① 국가의 안 보장 는 외교 계에 한 향을 미치는 국가기 사항이거나, 

② 범죄수사나 계속 인 재 에 한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사실을 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는 시설에 

한 실지조사 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85조 제8항).

108) 내용  ①은 양 법안에 공통되는 내용이고, ②는 노회찬안의 내용, ③-⑦은 정성호안

의 내용이다.



132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의 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노회찬안 제88조 제2

항). 이와 련하여 정성호안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

이 아니거나 개인정보침해가 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조사 는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고 하고 있다

(정성호안 제42조 제1항). 단의 내용은 실체요건의 흠결로서 기각 상에 

해당하나, 후단의 내용은 오히려 형식요건 미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그에 한 법  효과는 ‘각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회가 조사 결과 진정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개인정보침

해가 일어났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의 진정에 따라 피진정인, 그 

소속기 ․단체 는 감독기 (이하 ‘소속기  등’)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삭제․수정․이용의 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90조 제1항).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

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노회찬안 제90조 제3항․제4항). 주목할만한 

것은 통합법안은 이 경우 일반 인 민법상 불법행 책임의 법리와는 달리 

입증책임을 환하고 있다는 이다. 즉 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된 때 개인정보취 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노

회찬안 제28조, 이은 안 제17조).

원회는 피진정인 는 소속기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정책․ 행

의 시정 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바, 이 권고는 제79조의 권고(개인정

보침해 이 의 계기 에 한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노회찬안 제90

조 제2항). 한 원회는 조사 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진정에 하여 사

건의 공정한 해결을 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를 권고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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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원회가 조사 결과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는 확증

은 없으나, 그 다고 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

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취 이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를 이은 안은 ‘시정명령’이라는 제도에 의해, 노회찬안은 ‘긴 구제조치’라

는 제도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먼  이은 안은 ‘시정명령’109)제도에 따르면 원회는 조사 등의 결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정보취

자에게 ① 개인정보 침해행 의 지, ② 개인정보 처리  이용행 의 일

시 인 정지, ③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침해방지를 하여 필요한 사

항에 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은 안 제40조 제1항).110)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취 자가 국가기 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당해 기 의 직근 상

기 으로 하여  의 명령을 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 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은 안 제40조 제2항․

제3항). 노회찬안에 규정된 긴 구제조치는 이은 안의 시정명령과 체로 

유사한 제도이나 ① 그 법  효과가 ‘명령’이 아닌 ‘권고’라는 , ② 직권 

이외에 진정인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다는 , ③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원회가 직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등이 다르다(노회찬안 제93조).111)

109) 이은 안은 이 경우에도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이은 안 제27조 

제1항) 수정안에서 입장을 바꾸어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110) 시정명령에 해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회는 당해 사안에 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러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

고, 이러한 집행정지는 사유가 없어진 후 역시 직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

소할 수 있다(이은 안 제41조 제1항 내지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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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긴 구제조치의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제도의 발동동기의 면

에서는 피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법

 효과는 훨씬 강력한 명령으로 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법  강제력이 없는 ‘명령’보다는 형벌에 의하여 

간 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조치’가 훨씬 강력한 수단임을 감안하여 명

령에 해 법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실질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원회의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침해 는 법규 반행 가 일어났

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회는 이에 한 책임이 있는 자에 한 징계를 

소속기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은 소속기  등의 

장은 이를 존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노회찬

안 제91조 제2항․제4항, 이은 안 제42조 제2항․제3항). 

3) 범죄 의존재 는 범죄해당 단계

다음으로 원회의 조사 결과 개인정보침해행 가 범죄행 에 해당한다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

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이는 이미 원회의 권한범 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회가 자체 인 조치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서는 범죄 의의 정도에 따라 ① 조사사실이 범죄행 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② 조사결과가 범죄행 에 해당하

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조사사실이 범죄행 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고 그 의자의 도주 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111) 노회찬안은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하여 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노회찬안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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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 는 할 수사기 의 장

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84조 제1

항). 이러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는 할 수사기 의 장은 지체없이 

그에 해 조치하고 그 조치의 결과를 원회에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노

회찬안 제84조 제2항). 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사결과가 범죄행 에 

해당하고 이에 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회가 

직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회찬안 제91

조 제1항, 이은 안 제42조 제1항).112)

112)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는 국방부장 에

게 고발할 수 있다(노회찬안 제91조 제1항 단서, 이은 안 제42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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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 사회의 다원화와 함께 국가  사인에 

의한 정보의 수집․처리․활용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  자동정보처리장치의 진화에 따라 손쉽게 개인정보를 악하고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인구의 증과 함께 량의 복

제  송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오․남

용이라는 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도화된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정보의 집 과, 집 된 정보의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가

능성이다. 정보의 취 자는 정보처리기술의 도움을 받아 무제한 으로 정

보를 수집․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손쉽고 범 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데 반해, 개인은 단순히 정보의 객체로 락하여 공  

의사형성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 최근 많은 기업들의 가장 요한 경쟁력의 척도  하나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소  ‘DB 마 ’의 활용능력이라는 을 되짚어 

보면, 산업의 발 과 정보기술의 다양한 형태에 의한 활용에 비례하여 개

인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로 증 할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 침해의 방지  침

해에 한 효과 인 구제를 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반을 효율 으로 규

율하는 법규범의 존재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술한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개인정보침해에 한 입법정책  응

이 개별 부문에 있어 매우 제한 으로만 이루어져 온 것이 실이다. 그나

마도 공공부문에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체로 일반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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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띤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지만, 민간 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개별법의 좁은 보호 역에 의해 제한 으로만 보호되는 

등 법에 의한 규율의 흠결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법은 이러한 개별법상의 보호의 흠결을 보충 으로 규율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완 하지 못한 은 마찬가지여서, 어도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보호는 다양한 법  환경의 변화에 능동 ․탄력 으로 응하지 못

하는 약 을 노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한 기 감

을 충족시키고 개인정보보호를 한 환경의 변화와 기술발 에 탄력 으

로 응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하여

서도 이제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가장 큰 문제  의 하나가 

바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결여의 문제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한 규율을 한 거법령의 상이성은 양 부문에 한 효과 인 법  규율

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령간의 부정합을 래한다는 문제 이 있다. 를 

들어 공공기 개인정보법의 경우 산화된 기록만을 상으로 하고 있어 

산기록 이외의 정보는 보호 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시 정

보주체에 한 통지 는 동의획득에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의 보유목  외의 이용  제공에 한 외가 지나치게 범 한 등 

여러 가지 문제 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반 로 산기록 이외의 정보까

지 규율 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통신망을 제로 하는 동법의 입

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온라인과  연계되지 않은 오 라

인에 있어서만의 개인정보침해인 경우 동법의 규정만으로는 용에 무리

가 있다는 비 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한 일반법의 부재는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는 기

의 입장에서는 행동기 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차 으로 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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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남용 여부를 단할 기 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통제기 의 흠

결로 인하여 침해행 에 한 한 제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법  통제수단은 방  차

원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   민간의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고, 개

인정보의 침해시 그에 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정보의 주체인 개인과 

개인정보를 수집․유지․이용하는 기 간에 개방 이고 정당한 계를 수

립하기 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개인정보보호

의 체계화를 통해 높은 정도의 보호수 을 요구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일거에 해결하기 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을 아우르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이 가장 효과 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에 

한 기본원칙과 통일 인 기 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로부터 

이용  제3자에의 제공에 이르는  단계에 있어 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효과 으로 구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체계는 총 방식, 분리방식, 개별분야방식 

 법체계의 단순성과 가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통합법  근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 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련된 모든 분야에 용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므

로,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국가정책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기본정신을 정하며, 정책의 집행을 해 필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당 분야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의 

법령의 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계에 서게 되므로, 일반법의 이념과 

원칙이 개별 법령에 있어서도 충분히 구 될 수 있도록 이에 련된 규정

을 둘 필요가 있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한 이러한 목 을 실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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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 인 정책수단, 즉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허용범 와 

한계의 설정, 개인정보보호 담기구의 설치  운용, 동법 반행 에 

한 제재 등에 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 에 해서는 비 의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개선을 한 연구 끝에 2종의 통합개인정

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둔 상태이다. 양 법안은 그 취지와 기본  이

념에 있어서는 일치하나 구체  내용과 규율범 , 규율 상 등의 여러 면

에 있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장단 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산

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장단 을 비교하여 합리 인 방향으로 법

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 으로 하 으며, 이를 해 행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표 인 개인정보보호 련법령과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철회된 법안 포함) 4종의 법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법안의 장단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충된 형태의 법안을 제

시하는데 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시도된 수정․보완작업을 바탕으로 

좀 더 완비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성안되기를 기 한다.



141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강주상/박일홍/박환배, IT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한 연구, 국회 과

학기술정보통신 원회, 2003. 

고 삼, 자감시사회와 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김성언, 개인정보침해에 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 고도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 Law, 사

이버출 사, 2001.

김철완/이민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00. 

백윤철/이기욱, 인터넷법학, 신 사, 2002. 

윤용근/정병주,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하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분석, 한

국 산원, 2004.

윤재석,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한 정책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12.

이상돈, 형사 차와 정보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이 /오승종/김은형/황주성/권헌 , 지리공간정보 유통 진을 한 법 

제도 정비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12.

이 /황철수, 성정보의 유통  활용 활성화를 한 법 제도 정비 연

구, 정보통신부, 2001/02.

이용효 외, 개인정보보호를 한 법․제도 개선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2004.



142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회, 2003/12.

이창범/이은선, 온라인 개인정보분쟁제도 발 방안 연구, 개인정보분쟁조

정 원회, 2003.

이창범/조정 , APT(Asia-Pacific Telecommunication) 개인정보  라

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

회, 2003/12.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법제, 푸른세상, 2004.

조연상 외, 기업경 자원으로서의 개인정보이용  보호방안 연구, 한국정

보보호센터, 2001.

최승원,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향연구, 정보통신부, 2004.

최 호, 정보범죄의 황과 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2001년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12.

2002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2003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CYBER LAW의 제문제(上/下)(재 자료 제99/100집), 법원도서 , 2003.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상호주의 이행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11.

IT 발 과 개인정보보호 련 법  안 분석, 한국 산원, 2004.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법무자료 제254집), 법무부, 2003.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일 규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노회찬의원실, 2004.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한 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 산원, 2004. 

국내․외 e-Privacy 입법동향 조사, 한국 산원, 2003.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시사 , 한국 산원, 2004. 



참고문헌  143

치정보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입법정보 제158호), 국회도서  입법 자

정보실, 2004.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동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05.

정보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한국 산원, 1997.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국가인권 원회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 원회, 

2003. 

정보화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한국 산원, 1997/12.

정보화에 한 연차보고서, 정보통신부, 2002. 

정보화에 한 연차보고서, 정보통신부, 2003. 

정보화의 역기능과 표 의 자유 : 개인정보보호법을 심으로(미래산업연

구회 정책포럼 자료집), 미래산업연구회, 2000. 

정보화의 역기능에 한 정책 연구 : 디지털 한국을 하여, 최병렬의원실, 

2000. 

정부규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 한 연구, 정보통신부, 2002.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1999.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총무처, 1994.

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한 OECD가이드라인, 국

회도서  입법 자정보실, 2000. 

2. 학 논문

길 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연구, 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 2004/02. 

김태 , 개인정보보호제도에 한 헌법  고찰, 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 

2003/08.

박홍윤, 한국의 통합정보 리체계에서 개인정보 라이버시 보호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4.



144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이 기, 알권리와 라이버시권의 계에 한 연구 : 정보공개와 개인정

보 보호제도를 심으로, 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 1993/02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한 연구, 건국 학교 박사학

논문, 2001/08. 

3. 논 문

강경근, “인터넷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안과 정보기반보호”, 인터넷법률 

창간호(2000/07), 법무부, 31-45면. 

강경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법률 제4호(2001/01), 법무

부, 3-22면. 

강달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 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앙법학 제6

집 제2호(2004/08), 앙법학회, 7-36면. 

강동욱,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한 형사법  응방

안에 한 고찰 : 정보통신망이용 진등에 한법률을 심으로”, 

인권과정의 제280호(1999/12), 한변호사 회, 26-46면. 

강성진, “개인정보보호의 세계동향과 망”, 정보화사회 제153호(2001/11․

12), 한국정보통신산업 회, 12-16면. 

고선규, “일본의 자정부 추진과 개인정보보호”, Information security 

review 제1권 제3호(2004/1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9-80면. 

권건보,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JURIST 제403호(2004/04), 청림인

터 티 , 86-96면. 

김동복,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입법방향”, 토지공법연구 

제20집(2003/12), 한국토지공법학회, 337-363면. 

김배원,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 :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안’을 심으로”, 공법학연구 제3권 제2호(2002/03), 한국비교



참고문헌  145

공법학회, 87-116면. 

김유향, “개인정보침해에 한 법  정책  응”, 국회도서 보 제311호

(2005/03), 국회도서 , 16-30면. 

김은미, “EU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에 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2001/12), 한국통상정보학회, 131-142면.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필요성과 내용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

26권 제2호(1998/06), 한국공법학회, 225-243면.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방안에 한 고찰 : 특히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안’을 심으로”, 인터넷법률 제27호

(2005/01), 법무부, 18-48면. 

김일환,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0호

(1999/07), 미국헌법학회, 325-400면. 

김종철, “헌법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호(2001/01), 법무부, 23-44면.

김주환, “디지털 시 의 개인정보보호와 私民權”, 인터넷법률 제4호

(2001/01), 법무부, 45-60면.

김태 , “개인정보보호제도에 한 헌법  고찰”,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2003/10), 경희 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7-233면. 

김 수/박춘식,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한 고찰”, 정보보호

학회지 제13권 제5호(2003. 10), 한국정보보호학회, 96-103면. 

문신용/윤기찬, “공공기 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의 함의  과제”, 한

국행정연구 제13권 제4호(2004, 겨울) 한국행정연구원, 210-249면. 

박균성/박훤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36권 

제2호(2001/12), 경희 학교 경희법학연구소, 51-81면. 

박병섭,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한 연구”, 민주법학 제25호

(2004/0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02-431면. 



146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박 종/소우 ,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황  추세”, 논문집 제29집

(1999/09), 한남 학교, 291-300면. 

박종찬, “자율규제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 경상논집 제19집

(2001/06), 고려 학교 경상 학, 199-214면. 

박종찬, “정보화시 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 인터넷법률 제4호

(2001/01), 법무부, 79-93면. 

박훤일,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역외 용”, 통상법률 제43호(2002/02), 법

무부, 105-130면.

백윤철,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토지공법연구 제18집(2003/06), 한국토지공

법학회, 265-291면. 

백윤철, “인터넷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법률 제14호(2002/12), 법무

부, 23-40면. 

백윤철, “ 자정부에 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를 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1호(2002/09), 한국토지공법학회, 247-270면. 

백윤철,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법률 제20호(2003/11), 법무

부, 130-156면.

백윤철,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연구”, 법조 제548호(2002/05), 

법조 회, 173-207면. 

백윤철,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제9권 제

3호(2003/10), 한국헌법학회, 209-236면. 

백윤철/정회근, “ 기통신과 개인정보보호”, 토지공법연구 제20집(2003/12), 

한국토지공법학회, 223-243면. 

서주실, “Warren․Brandeis의「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제6호(1995/07), 미국헌법학회, 45-84면.

선정원, “ 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29권 제3호(2001/05), 한국

공법학회, 113-148면. 



참고문헌  147

성낙인, “자동화사회와 라이버시보호”, 법제연구 제11호(1996/09), 한국법

제연구원, 8-36면.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법학 제45권 제1호(2004/03), 서울 학교 법학

연구소, 101-142면. 

성선제, “개인정보취 자의 의무와 규제 수단”, Information security 

review 제1권 제4호(2004/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85-102면. 

손 수, “정보화 진에 따르는 개인정보  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에 

한 소고”, 외법논집 제5집(1998/12), 한국외국어 학교 법학연구소, 

227-260면. 

손태우,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최근 미국의 동향”,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2001/12), 부산 학교 법학연구소, 41-60면. 

송동수,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이용 진등에 한법

률을 심으로”, 법학논총 제24집(2000/12), 단국 학교 법학연구

소, 9-32면. 

양근원,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 방지 책 :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을 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호

(2001/10), 경찰 학, 122-145면. 

양석진,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  고찰”, 논문집 제18집(2000/12), 충남

학교 학원, 1-29면. 

양재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의 과제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의 운용상황과 과제를 심으로”, 일본연구 제9집(2001/12), 명

지 학교 일본문제연구센터, 65-89면. 

오병일,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네트워커 제17호

(2004/11), 진보네트워크센터, 24-25면. 

오승규/김상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한 고찰”, 인터넷법률 제20호

(2003/11), 법무부, 184-202면. 



148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오태원, “개인 치정보의 법  문제와 치기반서비스의 망”, 정보통신

정책 제14권 제6호(2002/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5면. 

원숙경, “한일 공공기 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한 일고찰”, 개인정

보연구 제2권 제1호(2003/0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13-238면. 

원신희, “온라인 라이버시보호에 한 미, EU의 정책 동향  망”, 

KIEP세계경제 제24호(2000/09), 외경제정책연구원, 16-25면. 

유황빈, “디지털시 의 개인정보보호 기술”, 인터넷법률 제4호(2001/01), 법

무부, 61-78면. 

윤주연, “외국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제도 황”, 지역정보화 제26호

(2004/06), 자치정보화조합, 81-86면. 

이강 ,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 근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외법논

집 제16집(2004/08), 한국외국어 학교 법학연구소, 1-26면. 

이 형, “개인정보의 불법제공에 한 형사  제재”, 정보법학 제8권 제2

호(2004/12), 한국정보법학회, 101-117면. 

이동훈, “ 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Information security review 제1권 제

2호(2004/0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9-85면. 

이용석, “OECD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화동향 제114호(1998/07), 한국

산원, 24-31면. 

이은우,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기본골자”, 인권시민사회단체 공청회 자료집

(2004.5.27.), 라이버시법제정을 한연석회의, 19-45면.

이은정, “개인정보보호를 한 기본법 제정에서의 쟁 ”, 국회도서 보 제

311호(2005/03), 국회도서 , 41-48면. 

이인호,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제  동향 분석 : 3가지 집행모델과 그 

통합론을 심으로”, 인터넷법률 제18호(2003/07), 법무부, 5-30면. 

이인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분석과 비  : 공공기 의개

인정보보호에 한법률을 심으로”, 정보법학 제6권 제1호



참고문헌  149

(2002/07), 한국정보법학회, 27-60면. 

이인호,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황과 방향”, 정보화로가는길 제31호

(1999/11), 한국정보문화센터, 28-31면. 

이인호,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입법  집행체계와 그 시사 ”, Information 

security review 제1권 제4호(2004/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1-44면. 

이인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효율  집행방안”, 법과사회 제

20호(2001, 상반기), 법과사회이론학회, 245-269면. 

이인호, “온라인 라이버시침해기술과 보호기술의 법  함축”, 법학논문

집 제25집 제2호(2001/08), 앙 학교 법학연구소, 53-75면.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앙법학 창간호(1999/06), 앙

법학회, 41-100면.

이인호,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법률 제8

호(2001/09), 법무부, 50-67면.

이 , “ 융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우리조사 제18호(2003, 여름), 우리은

행, 29-38면. 

이창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정보보호뉴스 제55호(2002/04), 한국정

보보호진흥원, 10-12면. 

이형규, “인터넷 기업의 업양도․합병과 개인정보의 보호”, 인터넷법률 

제4호(2001/01), 법무부, 94-108면.

이형규, “ 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학논총 제16집(1999/10), 한양

학교 법학연구소, 145-163면. 

이호용(역), “일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강”, 인터넷법률 제5호(2001/03), 

법무부, 194-211면.

이호용,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논의에 

즈음하여”, 인터넷법률 제8호(2001/09), 법무부, 151-174면. 

장교식,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소고”, 학원 학술논문집 제49집



150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1999/09), 건국 학교 학원, 129-146면. 

장 민, “정보통신망발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2

호(1996․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19면.

지연, “개인정보보호 련법제의 형사정책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

권 제3호(2005․가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77면.

정완용, “ 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침해에 한 법  구제”, 인터넷법률 

제10호(2002/01), 법무부, 81-102면.

정재훈, “민간부문에서의 정보 라이버시보호”, 정보법학 제2호(1998/12), 

한국정보법학회, 123-170면. 

정 , “ 자네트워크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법연구 제2호(2003/04), 

한국인터넷법학회, 161-204면. 

정찬모, “개인정보보호 련 주요국동향  국제  입법의 필요성”, 통상

법률 제20호(1998/04), 법무부, 115-132면.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제  입법동향  우리의 응”, 정보사

회연구 제9권 제2호(1997/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7면. 

정환담,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고찰”, 법률행정논총 제21집 제2호

(2001/12), 남 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23면. 

주덕규, “개인정보침해 사례  응방안”, 정보화사회 제139호(2000/05), 

한국정보통신진흥 회, 44-46면. 

주덕규/강달천/정연수, “개인정보 침해와 처방안”, 정보통신윤리 제39호

(2002/11), 정보통신윤리 원회, 8-19면. 

최정열, “인터넷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법학 제6권 제1호(2002/07), 한국

정보법학회, 101-159면. 

한상훈, “개인정보의 법  보호”, 경찰법연구 제2권 제1호(2004/06), 한국경

찰법학회, 202-234면. 

종선, “미국과 EU의 세이 하버 개 ”, 해외정보 제65호(2000/11), 국회도



참고문헌  151

서 (http://www.nanet.go.kr/lawinfo/lawinfo_bbs/k03_foreinfo_ 

read.html?nav=030500&gubun=03&seq=1722 참조).

홍성찬/황인호, “ 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사회과학연구 제12집

(1999/12), 건국 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1-38면. 

홍성태, “개인정보와 그 보호의 요성 : 라이버시권의 에서”, 국회

도서 보 제311호(2005/03), 국회도서 , 8-15면. 

홍 형, “ 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 정보사회의 권리장 을 향하여”, 정보

과학회지 제22권 제11호(2004/11), 한국정보과학회, 64-77면. 

황상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입법동향 : 개인정보의보호에 한법

률안을 심으로”, 법제 제541호(2003/01), 법제처, 64-80면. 

황인호, “공공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고찰”, 앙법학 제5집 제3

호(2003/12), 앙법학회, 73-101면. 

Ⅱ. 외국문헌  인터넷자료

David H. Flaherty, Protecting Privacy in Surveillance Societies, 1979.

Fred H. Cate,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1997.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 50 

Stanford Law Review 1193.

Warren/Brandeis, “The Right of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1890). 

岡村久道/新保史生, 電子ネツトワ-クと個人情報保護, 經濟産業調査 , 2002.

部政男, “情報公開制度․個人情報保護制度の回顧と展望”, ジュリスト 

1994/05.

OECD <http://www.oecd.org/>



152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  개선방향

EU <http://europa.eu.int>

TRUSTe <http://www.truste.org/>. 

CPA WebTrust <http://www.cpawebtrust.org>.

BizRate <http://www.bizrate.com/inside/ratings.xpml>.

ePublicEye <http://www.thepubliceye.com/>.

PrivacyBot. com <http://www.privacybot.com/>.

WebAssured<http://www.WebAssured.com/>.

WebWatchdog<http://www.webwatchdog.com/>.

Netcheck Commerce Bureau <http://www.privacybot.com/>.



153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Personal Data Protection

113)Hwang, Tae-Jeong
*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could be examined from two points of 

view, in other words, preparation for preliminary base and establishment 

of post supplementatio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required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other post remedial measures of 

damages: Fundamental measure was demanded to block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in advance and to require not only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for private data protection but also enactment of basic laws.

The legisl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in other words, integration, separation and individual area, etc: The 

legislation in Korea was based on separation because it was divided into 

public area and private area.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area was 

based on individual area because it was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Both public area and private area had different governing laws and 

regulations to be difficult to regulate both areas legally and effectively 

and to create unconformity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e 

dual legislation was given a lot of criticism to let the Government as 

well as NGO make efforts to improve systems and lay a bill of the 

integrated personal data protection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raft bills and to make correction of the draft bill 

contents in reasonable way. Therefore, this study was based on the 

 * Senior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KI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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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and regulations of private data protection of not only public area 

but also private area to investigate four kinds of draft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withdrawn bills) and to suggest 

compromised bills.

The contents of integrated bills required improvement according to 

legislative policy as follow:

[1] The integrated law was demanded to declare basic principle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such as OECD guidelines and to regulate 

duties of the country that had to observe the principles.

[2] The data for protection was demanded to include other data than 

the one that could be processed by computer. The scope of personal 

application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Koreans but also foreigners, 

and the data protection of the dead required discrimination not by 

protection period but by protection degree.

[3] The integrated law was thought to apply it to all of the ones 

who processed another person's personal data. Therefore, the ones who 

did business exceeding specific scale were required to meet reasonable 

standards.

[4] data entity's approval was principally required to collect personal 

data, and at special cases the obligation of approval could be exempt. 

Unless an approval could not be gotten from data entity, prior approval 

should be principally made before data collection.

[5] 'Protection of data entity's prominent benefit' that was reason to 

exclude the entity's approval according to the integrated law had 

uncertain criteria and subject for decision-making to give data entity 

disadvantages, so that it required re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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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supervisory agency of personal data protection was required 

to be independent as m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because the agency dealt with the matters regar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should be reflected from point of view of controls of 

businesses of the Administration.

[7] The supervisory agency of personal data protection was required 

to consist of the committee having each three persons in same ratio of 

the legislature, the judicature and the administration. An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committee, the chairman was required to be 

elected by mutual vote.

[8] The committee members of the supervisory agency of personal 

data protection were demanded not to fire against their will, except for 

sentence of imprisonment or more.

[9] To assure of effective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agency of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committee of the agency was required to 

be given the rights to investigate, for instance, the rights of material 

collection, the rights to ask for business cooperation, the rights to 

summon and state, and the rights to investigate site, etc.

[10] The subjects that the committe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regarding associated organizations might express ideas should be 'the 

ones who process personal data'. And, the actions against 

recommendations might be notified regardless of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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