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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1층 ⃒ 전화 02 2125 9973 ⃒팩스 02 2125 9988⃒ 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2년 6월 28일 | 담당: 박성훈,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전화 02-2125-9759) 

“개인정보보호 기구와 국가인권기구 역할”
- 국제기준에 의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합도 65점 -

- 인권위,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특별회의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6. 29.(금) 14:00~16:00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제12차 아

셈인권세미나 특별회의>를 개최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

달 속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

치해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1년 9월 ‘개인

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 기구의 세계적 흐름

과 경향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기능과 과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회의는 이창범 박사(법무법인

김앤장 위원,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지원단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인호

중앙대 교수, 정하경 개인정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소피 콴스니(Sophie

Kwasny 유럽평의회 위원, 필리포스 미튼턴(Philippos Mitletton) 유럽인권협

회 부회장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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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점수
(100)

기능․역할 통할성 여러 기관에 권한 분산 40

독립성
의사결정/조직/인사/예산 등 

독립

예산 및 인사는 독립성 

미흡
65

자율성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실행할 능력

정책수립, 집행기능 모두 

행정부 의존
60

전념성 개인정보 보호업무 전념 개인정보 보호업무만 전념 100

위원의 지위 위원구성/임기/면책권 등
다원성 보장장치 및 

면책권 미흡
85

관할범위 공공부문 + 민간부문 공공기관 중심 50

위원회의 

기능․권한

조사권, 제재권, 공표권,

준입법권, 준사법권 등

현장조사권, 준입법권 등 

미흡
60

종합(평균) 65

다음은 이창범 박사의 “개인정보보호 기구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 주요 내용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기구 평가

지난해 12월 출범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엔, ICDPC(국제개

인정보보호기구총회), EU 등이 제시한 국제기준에서 본다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 밖에 없고, 특히 민간부문에 대해

서는 직접적으로는 어떤 명령이나 권고도 할 수 없는 점, △진정사건의 조사

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제수단이 없는 점, △예산,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결여된 점, △위원회의 심의안건의 타 부처 의존성 등이 한계로 지

적됐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합성은 100점 만점에 65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위원회의 DPA로서의 적합성 평가

인권위,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의 역할과 견제 기능 수행해야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기구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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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10년간(2001-2010년) 국가

인권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진정․상담 건수는 16,327건에 이르고, 국민의 개

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책

권고 건수도 61건에 이릅니다.

따라서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계(조사권, 시정

명령권, 고소 고발권 등 권리구제 수단의 부재 등)를 감안하면 국가인권위원

회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기

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