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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국제회의(Inte rnationa l Confe re nce of Data

Protection

Commiss ione rs)가 프랑스 국가정보보호·자유위원회(CNIL)의 주최로 2001년 9월 24일부
터 9월 26일까지 파리에서 열렸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계 50개국 170기관에서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Huma n Right)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미국의 테러 참사 후 열흘만에 개최된 터라 시
종 공공의 안전(security)과 자유(libe rty)가 긴장관계를 이루고 중심 화제가 되었다.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각국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서 영국의 카디프에서 열리는 내년도 회의 일
정이 벌써 공표되었고, 2003년과 2004년의 개최지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로 확정되
었다. 필자는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1 . 국제회의의 의의
개인정보(per sonal data )란 일반적으로 어느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전자상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흔히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로 보고되
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기업으로부터 텔레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DM )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광고공세를 받거나, 이동통신전화 가입정보, 백화점 고객정보 등이 유출되
어 그 고객이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priv acy )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정보주체(data subject )의 프라이
버시를 침해할 수 있지만 정보주체가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이에 동의하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을 요하는 것
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을 구별하는 나라와 이를
함께 취급하는 나라,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나라에서부터 정보의
유통거래를 담당하는 당사자 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래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조
율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협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 두 차례씩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 제23차 국제회의의 일정
□ 9월 24일 (월)
< 개회사>

CNIL 장토 의장

<축

프랑스 자크 시락 대통령

사>

< 오전 I>

프로젝트와 인간

< 오전 II> 제3의 천년, 기술의 오디세이
< 오후 I>

생물측정과 안면인식

< 오후 II> 위치확인 기술
< 오후 III>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교육 문제
< 오후 IV > 사이버범죄와 사이버 시민을 위한 사이버감시
※ 오후 I과 II, 오후 III과 IV는 택일식 강연
□ 9월 25일 (화)
< 오전 I>

개인생활과 직장생활

< 오전 II> 건강의료정보의 관리
< 오후 I>

전자 민주주의

< 오후 II>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 오후 III> 기업의 변화, 서비스의 인간화
< 오후 IV > 개인정보감독기관 회의
※ 오후 I과 II, III은 택일식 강연
□ 9월 26일 (수)
< 오전 I>

회사와 개인정보보호: 비밀보장의 이니셔티브와 기구

< 오전 II> 하나의 세계, 하나의 프라이버시
< 폐회사>

프랑스 리오넬 죠스팽 총리

3 . 주요 토의내용
가. 개 관
이번 제23차 국제회의는 그 동안 유럽 국가 중심으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어 오던 것을
참가범위를 전세계 국가로 확대시키고 회의주제도 정보통신기술(IT ) 업계까지 망라하여
공통관심사인 이슈를 선정한 것이 특색이었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를 살펴보면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문제
에 대한 유럽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한편 모든 나라가 당면한 다음의 과제에 집
중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① 날로 발달하는 생체인식(biom etrics )·위치확인(location ) 기술을 프라이버시의 침해
없이 공익목적에 활용할 것인가.
②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할 것인가.
③ 전자범죄에 대응하여 전자감시를 어떠한 식으로 고도화할 것인가.
④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건강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⑤ 전자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⑥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첨단기술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상 토의되었던 과제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를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나. 위치확인 기술의 응용
(1) 영국 이동통신회사의 경우
영국에서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회사 One 2 One 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
기와 기지국(cell sit e)과의 연결시간, 거리 등을 계산하여 정확도 550m 이내의 위치확인
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치확인 기술을 이용하면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현재 나에게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현금인출기는? 쇼핑몰은? 가까운 쇼핑몰에서 세
일중인 품목은? 가까운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영화는?
· 현재 내가 있는 곳의 교통상황은? 일기예보는?
이동전화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어떤 서비스는 원치 않는지, 어느 정도 자세한 위치파악(degree of granularity )을 원하는
지 미리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SM S 문자 메시지, W AP , 인터넷
을 통하여 제공되는 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이용자가 유료가입자로서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동전화회사로부터 당장 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풀(Pull) 서
비스와 푸시(Pu sh ) 서비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풀 서비스는 이용자가 현재 위치에
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쇼핑 안내 등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푸시
서비스는 이용자가 당장은 이용할 수 없지만 장래 유용한 쇼핑몰 세일 정보 등의 서비스
를 주문하는 경우이다.

(2) 스페인 경찰의 위치확인기술 응용사례
GP S 수신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 그 응용범위는 실로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즉
GP S 네비게이션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름길, 체증 없는 길 등의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운송회사는 차량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고, 경비회사·보험회사는 도난차량의 소
재를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이번 뉴욕 테러 참사에서 보았듯이 빌딩 붕괴 등으로
조난 당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경찰청에서는 수년 전 모든 택시에 GP S 송수신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운전자가 택시 강도를 당하였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
페인 경찰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자, 긴급구호가 필요한 치매노인 등의 신속한 구조
를 위하여 이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요인의 경호, 요시찰 인물의 감시, 조직범죄의 감찰 및 범죄예방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위치확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위치확인 정보에 관한 EU의 입장
유럽연합(EU )에서는

이미

위치확인

정보(location

dat a )에

관한

지침(Dir ectiv e

97/ 66/ EC)을 제정하고, 요금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 직후에 정보
(tr affic data )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 때문에 위
치확인 정보를 이용한 부가가치 서비스는 아직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수요가 점증하는 데다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확대를 겨냥한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현재 장거리통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
리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Directiv e 97/ 66/ EC 포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시
에도 위치확인 정보의 이용은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를 요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는 일정 기간 동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확인 기술의 도구로서는 가입자가 위치확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단말기 타입(t erm inal- based solution s )이 네트워크 타입(net w ork - ba sed solution s )에 비
해 더 선호되고 있다.

다. 사이버 범죄 대책
EU 회원국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서 EU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인권 및 기본
적 자유와 현행 법제(유럽인권협약, 유럽회의협약108, EU 지침 95/ 46/ EC 및 97/ 66/ EC,
EU 헌장 등)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은 유럽인권협약 제8
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새로운 감청기술의 발달에 대하여도 유추 적
용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요금징수의 목적을 벗어나 사법기관이 일상적으로 통신정보를 감시(routine
r etention of tr affic data )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규정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공익 목적을 위하여 통신정보를 감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
감시기간, 이용방법에 대하여 엄격히 법률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EU 역외의 국가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
가적인

안전대책(additional

safeguar ds )과

적절한

법적

장치(appr opriate

legal

in strum ent s )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상호의존적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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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el R. Reidenberg , "Priv acy Pr otection and the Interdependence of Law ,
T echnology an d Self- Regulation "

라.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기술의 상호관계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유럽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inform ation self- det erm ination )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
다는 개념으로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EU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시민(citizen )의 권리로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명
확히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소비자(consum er )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 하고 관련업계의 행동규범(codes of conduct ) 내지 자율규제
(self- regulation ) 협약을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문제해결에 실패한
경우 법이 개입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스템 개발자들은 기술법(L ex I nf orm atica )의 형식으로 네트워크 구조
에 기술표준, 프로토콜, 디폴트 환경설정을 심어놓고(embedded in netw ork ar chit ecture )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규칙이 인터넷상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보호하는 능력의 범
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치적(EU ), 경제적(미국), 기술적(IT 산업) 접근방법은
그 자체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상호의존적(inter dependent )인 만큼 다른 것과의 상호보완
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법은 공공 정책의 목표(public policy objectives )를 설정하
되 공정한 정보교류(fair inform ation pr actices )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므
로 기술적인 규칙을 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私的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법적
인 의무(legal liability )를 지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어긋나기

쉬우므로

시민들이

나서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것을

예의

감시(ever

increa sing vigilance)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새로운 인터넷 네트워크 넘버링 시스템의 위험성
본질적으로 정보기술은 장차 어떻게 발달할지 예측 곤란하고 통제하기도 어렵다. 인터
넷 업계에서는 하드웨어 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통신 프로토
콜도 만들고 있으나, 현재 이를 규제하는 EU 법규는 기술이용자(technology u ser s )에 대
해 적용되는 일반 지침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Cookies
· T he S econd Click (인터넷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은밀히 행해짐)
· HT T P 1.1 Pr ot ocol
· S/ W 제조업체의 숨은 병기(예: M S사의 GUID [global unique identifier ])
· Internet Protocol 주소의 네 자리/ 여섯 자리 숫자(Ipv6)
(3) P 3P의 설계 및 보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역할
W W W 컨소시엄(W 3C)이 개발한 P 3P (Platform for Priv acy Preferences )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구문(syntax )과 웹브라우저가 P 3P 프라이버시 정책을 자동적으
로 알아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다.
P 3P가 작동되는 브라우저는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선별적으로 쿠키를
봉쇄할 수 있고 당해 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재빨리 찍어낼(quick snap - shot ) 수
있다. P 3P 프라이버시 정책은 P 3P 어휘를 사용하는 기계어인 XML의 형식으로 되어 있
으며, P 3P 프로토콜은 웹페이지를 가져오기 위해 쓰이는 HT T P 프로토콜의 확장형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12월 W W W 컨소시엄의 P3P 스펙 작업반에서는 3년여의 작업 끝에 안정된 후
보권고안(Candidate Recomm endation )을 공표한 데 이어 M S 익스플로러, AT &T , IBM ,
P &G 등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기업들의 채택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어휘와 프로토콜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
앞으로 P3P 스펙이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된다면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에 의하여 인터
넷 표준으로 정착될 공산이 크다. 이들 감독기구들이 P 3P의 개발에 관여하였던 것처럼
그의 관할 하에 있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P 3P를 채택하도록 권장할 경우 P 3P의 보급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4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국제회의는 그 개막과 폐막 때 시락 대통령과 조

스팽 총리가 번갈아 연설을 하고, 연일 포르니 하원의장과 들라노에 파리 시장이 리셉션
을 베푸는 등 상당히 비중 있게 치뤄졌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야말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유럽 각국의 보편적인 인식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정보화 선진국과의 국제적인 정보
교류(tr an s - bor der data flow : T BDF )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부응한 정보보호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전기 3.
라.(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 참조)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간의 입장차
이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One W orld, One Priv acy )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므
로 우리나라로서도 정부와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고, 현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의 시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를 좁히지 않
으면 안될 것으로 여겨진다.
< 월간 경영법무 2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