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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국제동향
박 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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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정보의 개념
오늘날 정보기술(inform ation technology : IT )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국가전산망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에 나오는 빅 브라더 가 현실 속에

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행정관청에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사람찾기를
의뢰할 때 정부기관의 전산망에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어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
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6호). 따라서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고 집적되어 있느
냐에 따라 그는 혼자 있을 권리 , 프라이버시(priv acy )를 간섭받지 않을 권리 1)를 침
해받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물론 프라이버시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보화시대(inform ation age)에는 파장이 확대되는 것이다.2)
우리 헌법 제17조에서도 사생활의 비밀 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는 사생활의 공개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
로운 형성과 전개를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1) 프라이버시權 은 1890년 미국에서 혼자 있을 권리 (right to be left alone)로 처음 등장한 이래 훗날

1)

연방대법원판사가 된 브랜다이스의 논문과 판결을 통해 심화 발전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 일련의 연
방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의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프라이버시권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로 인식되면서 공개된다면 잠재적으로 당황스럽거나 해로운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 프라이버시권 이 인정되고 있다. 김일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한국공법학회 제94회 학술발표회, 2001.5.19, 90～
93면.
2) T hom as P . V artanian , "T he Quest for a Data Protection T heology : Balancing the Blessings and
the Costs ", Corporate Ex ecutive Board Platinum Initiativ e 2001O Priv acy & Busin ess Practice,
W ashingt on D.C. Jan .3- 24, 2001. < http :// w w w .ffhsj .com/ bancm ail/ bm arts/ priv_spch .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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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사생활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의
국가에 대한 부작위(不作爲)를 청구하는 방어권적인 성격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청구
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침해되거나 파생되는 인격권, 자유권, 청구권의 성격을 동
시에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3)
종래 프라이버시권은 공적 부문(public sector )에서 정부의 침해·간섭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컴
퓨터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dat a subject )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1994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프라이버시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침해가 우려되는 이유는 컴
퓨터의 자동정보처리 기능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 컴퓨터의 정보연결 기능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on - line)는 물론 컴퓨터에 의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 경우(off- line)에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II.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민간부문(priv ate sect or )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는 공적 부문에서와는 취급을 달리 하
고 있다.4) 왜냐하면 보호의 상대방이 국가공권력이 아닐 뿐더러 원칙적으로 개인 스
스로 개인관련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이를 정보의 자기결정권 (情報自己決定權)5 )이라고 일컫거니와, 사적 영역에 있어
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정보주체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하
는 일이 빈번히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con sent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6)
3) 단순한 방어권이 아니라 복합적 권리로 보는 견해가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상게논문 98～99면.
4)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각국의 법제화 동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
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부문과 민간기업 등의 민간부문을 하나의 법률로써 통합 규율하는 방식
(omnibus형), 둘째, 공적 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별개의 법률로 규율하는 방식(segm ent형), 셋
째, 각각의 부문에 대하여 특정 분야에 보호조치(safeguard)를 강구하는 개별분야별 방식(sect oral형)
이 있다. 유럽에서는 옴니버스형이 많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그먼트형, 미국은 섹터럴형을 취하고
있다.
5)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각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윤명선·김병묵, 헌법체계론 , 법지사, 1998, 509면.
6) EU 지침(95/ 46/ EC) 제7조(a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
신망법 ) 제22조 1항, 제23조 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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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줄이고 필요한 정보는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애쓴다. 예컨대
상품광고를 하더라도 광고 타깃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소구점(訴求點)이 명
확해지고 소비(消費)로 유인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개인관련 정보
의 수집 및 분석, 유통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마련이다.
반면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 각 경제주체가 유용한 정
보의 수집·분석에 힘쓰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촉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시된다. 또한 민감한 정보(sen sitiv e
data ), 예컨대 금융정보, 신용정보, 의료정보의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는 공정경쟁의
확보, 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7)

III . 개인정보에 대한 시장의 역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
이스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케팅 특히 다이렉트 메일
(DM )의 필요에 따라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쓸만한 데이터베이스는 공급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8) 이것은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수를 제일 가치있는 자산항목으로 취급
하고, 종종 기업인수·합병(M &A )의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수급(需給)사정에 맡겨놓을 경우에는 개인정
보의 수집 및 유통거래가 난맥상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당해 정보주체들은 프라이버
시를 침해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마저 있다. 더구나 정
보처리기술은 민간기업이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일
탈 가능성 및 그 범위를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남용·도용될
7)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의료보험법 등의 법률로써 민감한 정보의 보호 및 누설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8) 예컨대 어떤 주부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구입한 제품의
종류와 상표, 수량, 구매총액, 신용카드 이용실적, 현금구매 또는 할부이용상황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
란히 드러나게 된다(앨빈 토플러 저/ 이규행 역, 권력이동 , 한국경제신문사, 137면 이하). 만일 신용
카드 회사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
는 경우 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통계처리한 개인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만일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알
리지 않고 회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외국의 텔레마케팅 회사에 제공하였다면 이는 당해
회원이 외국 업체로부터 원치 않는 판매권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생활 침해행위가 된다. 이 경우
에는 정보통신망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동법 62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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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컴퓨터 정보의 익명성과 가공할 복제력·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의 규모나 파
장은 상상을 초월하기 일쑤이다.9)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적 부문,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일찍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에서 권고한 다음의 원칙 10)
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11)
① 수집제한(collection limitation )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
차에 의하여 가능한 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정보 정확성(data quality )의 원칙 :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목적 명확화(purpose specification )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수집 당
시에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이용제한(use limitation )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의 근거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개시, 이용되거나 그 밖의 사용에 제
공되어서는 안된다.
⑤ 보안(security safeguar ds )의 원칙 : 개인정보는 자료의 손상, 무단접근, 사용, 변조,
누설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공개(openness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처리장치의 설치, 활용 및 관련정책은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존재, 이용목적 및 정보관리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
다.
⑦ 개인참가(individual participation )의 원칙 : 각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
람, 이의제기 및 정정 청구권을 가진다.
⑧ 책임(accountability )의 원칙 :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보처리의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나라마다 국내적인 특
수성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수단, 구제방법을 달리 하게 된다. 그러나 내용상 개인정
9) 우리나라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외부에 유출시켜 DM 공세를 받게
한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연예인 O양·B양의
비디오 사건 은 인터넷의 가공할 위력 앞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한 사람의 인
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0) 1980년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 를 말한
다. OE CD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 가이
드라인(Guidelines Gov erning the Pr otection of Privacy and T ransbor der Flow s of P ersonal Data)
에 입각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11) 정완용,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 경희법학
소 231～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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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권 제1호(1999.12), 경희법학연구

보보호 자체는 프라이버시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보화시대
의 새로운 법률질서 내지 공서(公序, public policy )로서 인정되어 가는 추세이다.12)
이를테면 프라이버시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는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침
해하는 거래를 실정법상으로 엄격히 규제 13)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미
국에서는 이를 관련업계의 자율규제(self- r egulation )에 일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14)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을 대폭 손질하여 공공기관과는 별도로 민
간기업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nform ation service pr ovider : ISP )를 대상으로 개
인정보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업계의 자율규제 15)도 촉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IV .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동향
최근 들어 기업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 )가 진전되는 가운데 인터넷이 급속히 보
급됨에 따라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
12)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54조는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는 국제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실정법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은 그 위반행위가 반사회성(反社會性)을 띠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13) 유럽연합(EU )에서는 1995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Directiv e 95/ 46/ E C)에 의하여 각 회원국이 3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1981년 1월 28일 체
결된 유럽회의협약 108 (Council of Eur ope Conv ention 108)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 지침 이외
의 유럽인권협약 에 버금가는 국제조약으로서 그 비준국은 15개 EU 회원국, 노르웨이·아이슬란드
와 같은 유럽경제지역협정(EEA ) 체약국 및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위스 등의 국가들이다.
14)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입법을 피하고 이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
다. 미국 정부는 EU가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자, EU측과
협상을 벌여 2000년 5월 세이프하버 원칙과 15개 F A Q 를 서로 확인하는 선에서 적절한 수준
(adequate lev el of protection )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미국의 업계가 상무부의 프라이버
시 보호기준(Priv acy Principles )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한다면 EU에서도 이를 적절
한 수준의 보호로 봐준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럽의회에서는 그 다음달 22일 세이프하버 원칙이 연방
거래위원회(F T C)와 교통부 소관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은행과 전기통신분야는 제외된다는 것, 공적
으로 이용가능한 등기, 전화 등의 정보는 예외라는 것, 세이프하버 위반시의 손해배상을 확실히 할
것 등을 반영하여 EU위원회가 적당한 시기에 개정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藤原靜雄, 諸外國に
おける個人情報保護法制の動向—2000年12月 , 法律のひろば Vol.54 No.2(2001.2), 16～17면;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부시 행정부에서는 EU의 프라이버시관련 규정들이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자신문 2001.3.29자 기사.
15) EU 개인정보보호 작업반(W orking P arty )의 견해에 따르면 자율규제란 동일 업무 또는 사업분야에서
다수의 정보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정보보호규칙으로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을 말
한다. 즉 자율규제 규약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good level of
compliance),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지원이 있고(support and help to in dividual data subjects ), 시정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appropriate r edress ) 한다. Working P arty on Data Protection ,
"T r ansfers of person dat a to thir d countries : Applyin g Articles 5 and 26 of 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24 Jul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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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있어서도 국가적 편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제기구는 OECD이다. 앞서 말한 대로 OECD 이사회
는 1980년 9월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회원국들
이 준수해야 할 일반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장래의 기술발전을 충분히 수
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technology - neutral)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EU 지침 16)이
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각 회원국에 대하여 ①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적법하
게 처리할 것, ② 개인정보는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집될
것, ③ 개인정보는 정보의 수집, 처리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할 것, ④ 개인정보는 필요
한 경우에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것, ⑤ 정보수집·처리 목적에 필요한 이
상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형식을 갖출 것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 지침 6조). 더욱이 개인정보를 제3국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제3국이 적절한 수
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을 것17)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국가정보통신기반(National Inform ation Infr astructur e: NII) 정
책을 추진하면서 1995년 6월

프라이버시와 국가정보 인프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의 원칙 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서비스제공자의 통지(notice)
와 이용자의 동의(con sent )를 기본요소로 하는 계약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무
엇보다도 업계의 자율규제를 우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포괄적인 개
인정보보호법을 두지 않고 다수의 개별법과 판례법(case law )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를 하는 것이 특색이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1982년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8개 원칙을 수용한 개인 데
이터 처리에 수반된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18) 1988년에는 공적 부문에 있
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

정, 시행하였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1997년 통산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

드라인 을 제정하여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여 왔는데, 개인정보보호의
16) 정식 명칭은 Directiv e 95/ 46/ EC of the European P arliam 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 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 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 onal data and on the
free m ovem ent of such data 이다. EU 지침의 효력에 대하여는 각주 13) 참조.
17) E U D ir e c t iv e on D a ta P r o t e c t ion Article 25. (1) Member St ates shall only allow a tran sfer t o
take place if the third country in question en sures an adequate lev el of protection .
18) 일본에서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 5개 원칙은 ① 수집제한의 원칙, ② 이용제한의 원칙, ③ 개인참가
의 원칙, ④ 적정관리의 원칙, ⑤ 책임명확화의 원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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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 가 주축이 되어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19)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정보
주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침해를 호소하였을 때 이를 시정하고 구제해주는 권한 있
는

독립적인

기관의

존재가

필요해진다.20 )

바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data

pr ot ection authority )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정보처리의 투명성
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정보처리기관과 정보이용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경을 넘는 정보이동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전

반적인 감독업무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국가정보·자유위원회 (CNIL )가 설

치되었다. 영국에서는 데이터보호 감독관(Dat a Protection Commissioner )이

데이터

보호법 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집행한다. 독일에서는 개인정보와 관
련된 전반적인 감독 및 구제업무가 데이터 보호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캐나다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구제조치는 사법절차의 전(前)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말하자면
프라이버시 위원회 는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를 교
환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19) 일본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는 2000년 6월 동 본부 산하 법제화전문위원회에서 공표한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제 대강안에 입각하여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안) 을 확정짓고 2001년 3월 국회에 제
출하였는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 정영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정보보호센터(개인정보연
구00- 2 최종연구보고서),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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