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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실태 
및 문제점

발제 : 이창범 한국법률문화연구원

Ⅰ.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 관리 실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실태 

유출된 고객 정보 1,100만명(GS칼텍스, 2008년), 1,800만명(옥션, 2008년), 2,000

만명(신세계백화점 등 25곳, 2010년), 3,500만명(SK닷컴, 2011년)―우리나라 기

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우리나라 인구

가 총 4,500만 명쯤 되니 이 정도이면 미취학 아동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몇 차례씩은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T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활용은 세계적인 현상이

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독 실명정보를 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너나없이 모든 

기업들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실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

지 아니하면 거래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같은 고객 개인정

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활용가치와 위

험성이 외국 기업들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사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

니라, 계열사 간에도 이런저런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교류․공유되며, 더 나아가 



4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협력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다.

그것도 모자라 고객정보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상품을 대신해서 팔아주거나 아

예 통째로 자사 고객정보를 콜센터나 다른 기업에 팔아 넘기기도 한다. 그것도 

영세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그렇다. 이 정도면 기업

의 윤리의식 결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범죄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다 교활하고 간교한 개인정보 거래행위도 있다. 겉으로 보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합병이나 기업의 분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사

고파는 장사이다. 이를 통해 두 배, 세 배로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량은 확대되고 

그만큼 기업의 영업력과 가치도 확대된다.

2. 고객 개인정보 관리실태  

그러면 이처럼 대량의 실명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수사나 언론을 통해 발

표된 것처럼 지금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고도의 해킹기술을 이용하거

나 예상하기 어려운 해킹기법을 이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초

보적인 수준의 해킹기술을 이용한 것이거나 내부직원 또는 파견직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인재였다. 

지난 4월 발생한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을 보자. 농협은 수 일 째 계속된 전면적

인 전산망 장애라는 초유의 해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이를 단

순한 시스템 장애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협력업체 직원

의 노트북에서 장애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협중앙회 IT 본부 내에 상

주 근무하던 협력사 직원의 노트북 PC를 경유해 각 업무시스템을 연계해 주는 

중계서버에서 ‘시스템 파일 삭제 명령’이 실행됐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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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수천 만명의 개인정보를 외부 협력업체 직원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허술한 관

리․감독 시스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 직원이 그동안 아무런 제

지도 받지 않고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고 모든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IT 본부를 자유스럽게 들락거릴 수 있도록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만을 외치며 전산업무의 대부분을 외부 협력업

체에 맡겨버리거나 비정규 계약직들에게 의존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내부 전문인

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고용과 신

분이 불안한 저임금의 파견직 인력이나 계약직 인력에 의존하는 한 직업의식이 

뛰어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서도 기업 내부자들이 항상 범죄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529개 기업 중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만들어 운용 중인 곳은 25.8%에 불과하였다.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개념조차도 없다는 뜻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

는 기업도 32.7%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비전문인력에게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명목상으로만 맡기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전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기업은 1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하다.

기업은 최소한 자신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과 가치에 비례해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와 인력양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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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배경

1. 법령상 의무 준수

기업들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때 내세우는 명분이 바로 법령상의 의

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정부

의 역할을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또 기업을 통해서 소비자, 이용자 및 근로자를 

통제하려는 법률의 수가 너무 많다. 아직도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정책담당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고, 개인보다는 국가와 경제를 앞세우는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 정보통신망법

기업들에게 실명정보의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이른바 ‘게시판 이용

자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여 이용자수가 일정 규모이상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

는 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의 마련을 의무화 하는 한

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44조의5). 그 뿐 아니라 동

법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3조의2).

나.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다수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들도 실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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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들로 하여금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사

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

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

조). 이 조는 기업들에게 고객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보존 그 자체를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실명과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밖에 전자상거

래업자들은 신용카드 등의 도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정보 

이외에 소비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

고 있다.

다. 신용정보이용법

사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곳

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합법적이지만 강제적인 방법으로 각 분야의 신용거래자들로

부터 그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들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자동차판매사, 할부판매회사 등 대다수 소매유통회사들

이 신용정보이용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

다.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들은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제32조 및 제34조), 이 같은 동의는 강요

된 동의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8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거래 자체가 거부되어 버리기 때문에 신용거래 또는 후불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

는 사실상 모든 소비 및 경제 활동을 포기․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는 단지 2～3 

개월의 통신요금만 연체를 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를 당하

게 되며 그 기록은 여러 기관, 다수 사람들에 의해서 열람된다.

라. 금융실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모든 금융거래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

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기관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이 때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재외국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또는 여권

이나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외국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시행령 제3

조). 따라서 금융기관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실명정보이다. 금융

기관등이 실명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는 ｢신용

정보이용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

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에게도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

다(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계열사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셈이다.

마. 미성년자 보호법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온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거래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인터

넷상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자라고 답변을 한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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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미성년자의 사술(속임수)을 인정하여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는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을 써서 자기를 능력

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만 취소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나이를 객관적인 수단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상대방이 미성년자

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있다.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에서도 성

인물이나 저질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바. 기타

이 밖에도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목적으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은 선거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

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

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82조의6).

2. 경영 및 마케팅 전략

법령상 의무 준수나 법령상 요구에 따르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현대 기업은 다

양한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 같은 목적의 고객 개인정보 수

집․이용 활동은 대부분 굳이 실명정보가 아니라도 문제가 없으나 좀 더 정확하

고, 영구적이며,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연계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소비자들로



10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부터 많은 불평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고집하고 있

다.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이용하면 정보주체에 

관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거나 영구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CRM

현대 마케팅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다이렉트 마케팅 즉 직접마케팅이다. 기

업의 고객관리 분야에 IT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업들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획일적인 내용으로 내보내는 고비용․저효율의 대중 마케팅(Mass Marketing)보다

는 고객정보의 분석을 토대로 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B marketing)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우선 고객 또는 잠재고객

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필수적이고, 고객의 취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많

은 양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그동

안 Individual marketing, One-to-One marketing, Relationship marketing 등이 있

었으나, 최근에는 여기서 한층 진화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마케팅이 대세를 이울고 있다. CRM은 일대일 마케팅

(One-to-One marketing)이나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고객정보를 필요로 한다. CRM은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분

석․통합해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

동을 계획․지원․평가하는 과정이다. 고객데이터를 분석하고 세분화해서 신규고

객 획득, 우수고객 유지, 고객가치 증진, 잠재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와 같은 사

이클을 통하여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마케팅이 

단발적인 마케팅 전술이라면 CRM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평생 고객화를 통해 고객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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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CRM은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기초로 하여 고객을 세부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

팅 전략을 개발하는 경영전반에 걸친 관리체계이다. 때문에 CRM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고객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야 하고 구축된 DB로 고객의 특성

(소비패턴․구매패턴․행동패턴․고객성향 등)을 분석하고 고객 개개인의 행동을 

예측해 다양한 마케팅 채널과 연계돼야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의 고객행동

과 고객성향 등을 분석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eCRM(electronic CRM)

이 새로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CRM은 기업

의 입장에서는 고객중심의 경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의 프로파일링(Profiling)화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 불과하다.

나. 회원제 서비스의 도입

 기업에게 대량의 개인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원제 서

비스이다. 회원제 서비스는 이․미용실, 커피숍, 식당, 체인점 등 소규모 점포들

이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출발하였지만, 여기에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회원제 서비스는 유통․서비스 업계의 대세가 되고 있다. 다수

의 계열사와 협력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회사(모회사) 또는 지주회사들이 앞

장서서 계열사와 협력회사들을 하나로 묶는 멤버십카드를 발행하기도 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이종기업 간에도 고객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공동전선을 만들어 

여러 형태의 멤버십카드를 발행한다. 예컨대 카드회사와 정유회사 간 또는 자동

차보험회사․신용카드사․정유회사 사이에서도 협력 서비스카드를 발행하여 자

연스럽게 공동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아예 회원제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끌어 모으는 사업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회

원제 상품이 오케이 캐쉬백카드 등이다. 이들 기업은 소비자들이 일일이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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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각종 할인서비스와 마일리지로 소

비자들의 가입을 유혹한다. 특히 이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은 소비성향이 강한 

여성과 청소년이다. 어느 누구도 그 같은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제 

회원제 서비스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으며 회원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기업

은 고객을 무시하는 기업 또는 시대에 뒤처진 기업으로 인식될 만큼 거의 모든 

기업들이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대

가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기프트카드, 쿠폰, 마일리지, 할인서비스 등은 

공짜가 아닌 소비자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다. 후불제 신용거래의 일상화

 후불제 거래와 신용거래를 장려하는 정부정책도 기업들이 실명정보와 개인정

보를 과다 수집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후불제와 신용거래는 선불거래나 현

금거래보다 압박감이 덜해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자극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회수의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그 정도의 위험은 매출액 증가로 얼마든지 커버

가 가능하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후불제 거래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쇼

핑몰 등 원격거래의 상당부분이 후불제로 이용되고 있고, 국내 통신사들은 모두

가 주로 후불제 통신서비스만을 취급하고 있다. 후불제의 경우 채권회수를 이유

로 기업은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실명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시장 환경이 후불제로 정착되다보니 진작 소비자들이 현

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

서는 선불제 비실명폰이 많이 애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가 선불제 

비실명폰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후불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자동결제나 은행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객의 실명정보 등은 수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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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게 된다. 비실명 휴대전화를 범죄도구로 생각하는 한 또한 개인의 휴대전화

를 범죄수사의 도구로 생각하는 한 선불제 비실명폰의 이용은 여전히 어려울 것

이다. 그러나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개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IT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통신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들 휴대

용 단말기기들이 컴퓨터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교통정보서비스, 지도서비스, 맛집찾기 서비스, 사진촬영정보서비스 등은 

모두 소비자가 휴대하고 있는 통신단말기의 위치정보의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위치정보의 수집문제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다.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통신단말기는 계속해서 소비자의 위치정보를 수

집․저장한다. 최근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저장 행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휴대단말기는 단말기의 소지자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주변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계속 수집해 저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디를 다녀왔는

지를 훤히 알 수 있게 해준다. 휴대단말기의 통신속도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고 

통신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의 위치정보가 계

속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 또한 미투데이, 페이스북, 티위

터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최근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노출시키는 주요 통로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서비스의 목표․구성 자

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노출을 장려하는 구조인데다, 더 나아가 일정한 개인정

보의 공개를 디폴트화 함으로써 사실상 고객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다수 이용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당혹감을 주고 있다. 

최근 애플과 구글이 추진하는 근거리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 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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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도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특정기업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애플은 이미 아이튠스를 통해 2억명이 

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음악취향, 구매 내력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NFC 기술을 활용해 아이폰 결제를 시행하면 해당 업소(가맹점)의 카드 단말기와 

스마트폰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비자의 구매정보가 카드사와 애플의 데이터

베이스에 고스란히 전달․저장될 것이다. NFC 기술을 도입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예외 없이 애플이나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된다.

Ⅲ.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

1. 개인정보유출 사고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 7월 26일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IP로 부터 해킹공격

을 받아 3500만명의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밝혔다. 연초에

는 현대캐피탈과 농협이 해킹피해를 당해 고객정보의 일부가 유출되고 훼손을 당

하기도 하였다.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현대캐피탈과 농협이 해킹을 당

한지 불과 3개월만에 발생된 사고라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역대 최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이다. 4500만 국민 중 미취학 아동 등을 제외한 전국민의 개인정

보가 유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 비 번호와 주민번호는 다행히 암호화가 되어 있다

고 하지만, 그 외 유출된 이름과 휴대전화, 이메일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스팸메

일, 명의도용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 SK컴즈

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현대캐피탈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고객정보관

리자의 계정정보를 탈취해서 저지른 해킹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SK컴즈 측의 과

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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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도 최대의 보안을 자랑해야 할 금융기관들이 힘없이 자신의 정보시스

템을 해커들에게 열어주어 금유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개인정보 유

출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4월 발생한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로 175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 역시 현대캐피탈의 부실한 시스템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사건

의 주범인 해커 신 모 씨 등은 퇴직 담당 직원을 비롯한 업무관리자의 계정과 패스

워드를 이용해 내부 서버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는 현재 현대캐피탈과 거래가 있는 고객 67만 명과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나 

현대캐피탈 직원 27만 명 이외에 과거 고객이었다가 거래가 종료된 고객 81만 명

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5월에는 통신사 위탁대리점과 대부업체 등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

으로 경찰 수사결과 들어났다. 통신사 위탁대리점 52곳이 회사의 내부 규정을 어

기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고객정보를 관리해 오다 해킹을 당해 가입자 5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대부업체 3곳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는 물론 신용

등급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100만 건이 새 나갔다. 경

찰은 해킹 또는 내부자가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모두 800만 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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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사들인 사람은 주로 전화 상담원인 텔레마케터들로 인터

넷가입, 휴대전화 가입, 대출상담, 학습지상담 등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과연 

‘해킹천국’이라는 불리울만 하다.

한편 해외 기업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다. 지난 5월 소니의 플레

이 스테이션 네트워크(PSN) 서비스가 해킹을 당하면서 7700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

일주소, 국적은 물론 PSN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정보 등도 유출된 것으

로 보인다. 유출된 고객 가운데는 우리나라 국민도 23만명 가량이 포함돼 있다.

출처 : http://image.fn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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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레, 2011. 8. 19.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

원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 개인정보 피해구제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매년 줄을 있고 있다. 7월

에 발생한 SK컴즈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2건 이상의 집단

소송이 준비 중이다. 집단소송에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각각 5만 명

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액도 1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들 소송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해킹 사건으로 18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경험한 옥션의 

경우에도 13만명의 고객이 11건의 집단소송

을 제기하였다.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

출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2008년 9월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사건 

때에는 4만명의 고객들이 400억원대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사

고에서 소비자가 승소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 

승소를 한다고 해도 배상액이 너무 소액이라

서 소송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

며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아직은 매우 인색한 편

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고 



18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회사의 책임이 입증된 사례가 많지 않고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배상액이 크지 않아 개인정보피해 집단소송은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에

게 실망만 가져다주고 기업의 보안의식만 무디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위자료를 지급

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1000만명이 넘는 GS칼텍스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서는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했다. ‘리니지’ 게임의 아이디와 비 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각자 10만원씩 배상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진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인

격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Ⅳ.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관행상 문제점

1. 실명기반의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는 필수정보라고 생각해 온 듯하다. 인터넷회원가입, 통신서비스가입, 쇼핑몰 구

매신청, 심지어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 가입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도 실명과 주

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별로 마케팅 활동을 하

고 있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가게들까지도 별 생각없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관행

적으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실명제 기반의 정부정책과 법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핑계를 되지만 그 보다는 업무편의와 마케팅 목적 때문에 실명과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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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소비자가 나이나 성

(性)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한 회원이 이중으로 회원에 가입하는 것은 아닌지, 

상습적으로 경품만 찾아 쫓아다니는 소비자는 아닌지 등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선뜻 실명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 이제 실명이 아니면 고객을 못믿겠다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

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신뢰를 쌓고 서비

스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원

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제7항).

2. 다다익선식 개인정보 수집․저장

현대의 정보기술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왠만한 기업

의 정보시스템은 모두 해킹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개인정보를 수

집․관리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과 위험은 더욱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어 중국 등 여러나

라 해커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기업들도 정신을 차리고 개인정보처리의 제1원칙인 ‘최소수집의 원칙’으

로 되돌아가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위

험하다’ ‘개인정보는 곧 비용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천명하는(제3조제1항) 한편, 필수정보와 선택정

보를 구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제16조제1항), 선택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판매나 서비스제공 거절을 못하게 하

고 있다(제16조제2항). 최소정보(필수정보)라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제16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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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원치않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

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개인정보자기통제권)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3. 효율성만을 우선시 하는 물질주의 문화

국내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개인정보의 활

용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계

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는 고전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리 

비용의 절감이라는 또다른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보는 모일수록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중앙집중식 관리보다는 분산저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중요정보의 암호화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혹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리고,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은 기업이 감당해야 할 투자로 보기보다는 쓰지 않아도 될 비용 정도로 인식

되고 있다. 때문에 정보보호 업무는 대다수 기업에서 늘 아웃소싱 대상의 1순위

가 되고 있다.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 고객 접촉업무의 광범위한 위탁도 개인정보의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고객대응업무, 상담업무, 마케팅업무의 대부분이 콜센터 또는 위

탁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감독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또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은 하되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기업문화 속에는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가장한 물질우선주의와 

편의주의가 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고객의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와 같은 

인간 본연의 가치들은 무시되고 경시되는 오랜 관행들이 기업의 문화처럼 정착되

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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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대한 기업윤리 부재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고 하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방

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사회

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은 개인회사나 중소기업에 비해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국내 대기업들의 갖가지 편법적인 행위는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기업 

윤리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강요된 동의를 일삼는 편법적인 동의 절차, 은 하고 비 스러운 개인정보 수

집․이용 활동, 고유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장사까지 

하면서도 진작 고객들에게는 신상품 안내 서비스라고 우기는 도덕적 불감증, 대

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지는 자세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자세 ― 이 

모든 것이 개인회사나 중소기업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기업 자신이 정당하지 못하는 한 그 구

성원들에게 준법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Ⅴ.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1. 주민번호의 수집․제공을 강요하는 법령 정비

막연한 우려 때문에 또는 단순히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신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너무 많은 법령에서 기업들에게 실명과 주민등

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강요하거나 수집․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

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실명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혹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금지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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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이다. 주민번호가 아니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첫사랑의 이름 등 주

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실명사회에서 익명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

디뎌야 한다. 그 첫 발걸음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강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법령들의 조항을 찾아내 폐지․개선하는 것이다. 정보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익명성은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2. 개인정보 수집․활용환경의 개선 및 보장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심하다.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모기업, 협력회사 등과 짝을 이루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를 수집․활용하고 있지만, 고객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신생기업이나 중

소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 등의 암시장을 통해서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된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경제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즉 대다

수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판매․대여사업이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암시장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개인정보시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

인정보를 정상적인 시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해 사용할 수 있는 기업환

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도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불가피한 것이며 

동시에 개인정보의 거래 역시 불가피한 현상이다. 부작용이 큰 암시장보다는 대

중의 감시에 투명하게 노출되고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시장이 더 바

람직할 것이다.



2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실태 및 문제점

3. 콜센터 등록제 도입

국내 개인정보 취급업무위탁 시장의 상당부분을 콜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

나 콜센터는 수탁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관리․감독책임이 위탁자인 본사에

게만 맡겨져 있고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콜센터 임직원

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때에 따라서는 불법도 마

다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콜센터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여 콜센터들이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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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社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발제 :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Ⅰ. 논의를 시작하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

했다. 지난 3월 23일 1,000만 명을 기록한 지 

넉 달도 안 돼 500만 명이 늘었다. 매달 평균 

128만 명, 매일 4만여 명이 스마트폰을 구입

하면서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내 이

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1,535만 명

으로 지난 2009년 11월 애플社1)의 아이폰이 

1) 1977년 Stive Wozniak과 Steve Jobs가 설립한 PC 제조회사인 Apple Inc.은 현재 California州 
Cupertino市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열람 조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법 제170조에 따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회사를 분류할 때 5종 중 하나
인 유한회사(有限會社)에 해당하는 애플코리아가 1998년 국내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감정의 거리를 두는 차원에서 ‘애플社’라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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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을 보인 후 19개월 만에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탔다.2)

그런데 최근 애플社는 일부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

를 수집하여 왔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으며,3) 방통위(이하 ‘방통위’라 한다)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고 같은 날 프랑스 정

보자유위원회(CNIL)4)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5)

이러한 기술적 행태가 미치는 정보인권에 대한 영향을 법이론적 관점에서 되새

겨보며 아울러 이를 고려하여 관련 법규의 정교한 이해를 탐색하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입법정책적 단초를 제공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2) 서울신문 2011년 7월 14일자 19면 기사.
3) 지난 4월 20일 Alasdair Allan과 Pete Warden이라는 두 프로그래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위치기술 

전문가회의에서 애플社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사용자 모르게 위치정보를 파일형태로 저장해온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위치정보가 기록된 이 파일(consolidated.db)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저장될 뿐만 아
니라, 아이튠스에 의해 동기화할 때마다 사용자 컴퓨터에도 저장된다고 주장하였다; 
http://www.edibleapple.com/consolidateddb-file-in-ios-4-stores-iphone-and-ipad-users-location-data

4) 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는 프랑스의 개인정보보
호 전담기구로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이다. 특히 CNIL을 구성하는 각각의 위원들은 그 
자격이나 직위 면에서 볼 때 프랑스의 입법․사법․행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이루어져 있어 강력한 권한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강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CNIL에 있어서 이를 구
성하는 위원의 3분의 2가량이 의회나 법원에 의해 선출되며, 각각의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임명한 자 또는 소속기관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장관이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경영자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CNIL
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CNIL은 임무수
행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의회에 직접 보고하며 직원의 임명도 위원장이 자유롭게 행한다. 또한 CNIL
은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CNIL의 결정은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띠며, 결정을 대상으로 행
정조직 내부에 설치된 행정재판소인 꽁세유데따(Conseil d'Etat; C.E.)에 불복제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CNIL은 정보처리 내지 정보축적에 관하여 확인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프랑스 안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정보처리 및 축적에 대하여 등록 또는 신고접수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정보처리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CNIL은 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보처리에 관한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덧붙여 정
보주체의 접근권 및 정정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포
괄적인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CNIL은 상담, 자문, 검토 및 제안 등을 통한 정보제공의 역
할도 담당하고 있다; Voir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Chapter Ⅲ (The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5) Protection des données. Localisation: la Cnil se penche sur l'iPhone, le télégramme 3 août 2011; 
http://www3.letelegramme.com/ig/loisirs/multimedia/protection-des-donnees-localisation-la-cnil-se-penche-s
ur-l-iphone-03-08-2011-1389679.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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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안의 쟁점분석

1. 사건개요 및 방통위의 판단

가.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방통위는 2011년 8월 3일 제4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애플社가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고,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애플

社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의결하였다.6) 스마트폰의 위치기

반서비스 관련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여

부 및 위치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4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

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항과 위치정보 캐쉬를 암

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 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일부가 미비한 사

항을 방통위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다.7)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① 이통사 가입신청서상 위치정보 관련 이용약관, ② 초기 아이폰 활성화시 소프

트웨어 사용계약서(SLA), ③ 아이폰에서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 최초 구동시 ‘현

재 위치 확인’ 등으로 동의를 받고 있으나, 위와 같이 약 10개월 동안 일부 아이

폰의 경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에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

국 및 WiFi AP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하였고 애플서버는 해당 Wi-Fi AP 및 기지

국의 위․경도 값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등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

6) 이하 방통위 2011년 8월 3일자 보도자료 참조.
7)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위치정보라고 하는 반면, 스마트폰이 보다 빠르
게 위치를 파악하도록 위치정보사업자가 스마트폰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도록 설계한 위치정보 DB의 
일부를 위치정보 캐쉬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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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애플社에서 관리하는 위치정보 DB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암

호화와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

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위치정보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해 위

치정보 DB의 일부가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캐쉬 파일로 저장되도록 설계하면

서 위치정보 캐쉬에 대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다.

나. 방통위의 판단 및 조치

방통위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

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위치정보

법 제15조제1항애도 불구하고 애플社의 경우 아이폰 이용자가 설정 등을 통해 위

치서비스를 끔으로써 동의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인근의 기지국 및 

WiFi AP의 위치를 위치정보 캐쉬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위치정보법은 제16조제1항에서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

무화하고 있고 그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의 규율을 위임받은 법 시행령 제20

조제2항8)은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및 방화

벽 설치 등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치정보 캐쉬가 암호화되지 않아 

휴대단말기의 분실이나 해킹시 이용자의 위치궤적이 그대로 타인에게 노출 될 수 

있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② 위치정보 캐쉬는 이용자의 위

8)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 (위치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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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결정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기지국 및 WiFi AP의 최신 위치를 사업자 

위치서버로 전송하는 등 사업자 서버와 유기적 연계되어 있으므로 위치정보시스

템의 일부라는 점, ③ 위치정보 캐쉬가 휴대단말기 내부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증, 

식별 등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열거된 모든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캐

쉬에는 사업자 서버와 동일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

호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휴내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를 암

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애플社의 행위는 법령상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

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방통위는 애플社의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법 제

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 제4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 5] 기준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9) 법 제16조제1항과는 달리 위치정보 암호화 의

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위법사항을 시정

토록 하고 추가적으로 애플社가 그동안 위치정보 수집방식 및 활용범위 등에 대

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

을 초래했으므로 새로운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위치정보법 제13조제

1항제4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3/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①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암

9) 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법 제43조제2항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상한액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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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

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

생략>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호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는 

점, ② 애플社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향후 암호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는 점, ③ 사업정지 처분시 이용자의 피해가 커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나 위치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관련 매출

액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시 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시정

명령에 그친 것이라고 한다.

2. 방통위 처분의 적절성 여부

가. 개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행정위원회이다. 사실관계에 의거한 방통위의 조치

는 모두 행정위원회로서 방통위가 행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

통위가 위법하다고 여기는 점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 방통위의 행정작용이 위법한

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0)

<표 1>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위치정보법 규정

10) 이처럼 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책임과 그 제어를 일컫는 용어로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가 존재하는바, 이는 ‘행정권의 담당자인 행정주체가 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정행위
를 합법성 ․ 민주성 ‧ 효율성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합치되도록 유도하고 평가하며 시정조치하는 
제도적 행정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 이에 관한 상론은 拙稿, 개인정보에 관한 행정통제와 권익
구제의 법적 연구, 인터넷법률 통권 제43호, 법무부, 2008, 4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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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

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
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
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

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

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

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

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

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

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각

호 생략>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

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

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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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바, 방통위의 결정에는 오류가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애플社의 위치정보 저장은 위치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는가?

원래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정보주체

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취득을 가리키는 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함을 

받음으로써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나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 등 그 밖의 출처로부터 당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행태

는 모두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고 그밖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고객위치

정보나 통신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관

점에서 보면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제15

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제3장 중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규율하

는 제2절과는 달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라는 제목의 제1절은 수

집‧이용‧제공 이외의 처리유형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광

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지만, 제2조제2호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

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

집의 개념 정의에서 그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음은 석연치 않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개인정보처리자인 애플社 서버에로든 고객 단말기로든 정장매체와는 무

관하게 위치정보의 저장이 이루어지면 넓은 의미에서 해당 정보의 수집이라 하겠

고 이와 동시에 정보의 보유가 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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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애플社가 수집한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가?

지난 8월 3일 방통위는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社가 국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지만 수집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아

니라고 판정했다.11) 이를 위치정보법 제2조에 따른 개념 정의를 분석하여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같은 조 제1호에서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

하여 수집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애플社가 수집한 정보는 여기에서 풀이한 

위치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호의 경우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

11) 방통위가 논란이 된 애플社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
만 전 세계에서 애플社가 무단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방통위는 국내 위치정보법 위반에 여부
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애플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에서는 최고 
징계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석제범 국장은 “애플社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社의 
경우 지난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4일까지 약 10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불구 일
부 아이폰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300
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0만원을 기준으로 150～450만원 내외 감경이 가능하다. 애
플社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시
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위반이라고 평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1～3개월간
의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관련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사 서
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가 모두 이뤄지고 있지만 사용자의 단말기 안에 있는 위
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석 국장은 “과태료 300만원이 낮다는 생각은 우리도 하고 있
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라며 “시정명령도 애플과 구글이 LBS 매출이 없어 과징금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법적 조치가 미국‧유럽 등에 영향
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세계에서 위치정보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해외에선 개인정보보호
법 또는 사생활보호법을 통해 애플社를 조사 중이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과
정을 통해 위치정보법에 대하여 ▲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범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처분이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 ▲ 위치정보시스템의 정의 및 보호조치 적용범위 구체화, ▲ 
신규 서비스 도입 가능성 고려 세부 보호조치 내용 고시 ▲ 위치정보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에도 과징금 처분 가능토록 정액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디지털데일리 
2011년 8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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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논의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는 해당 위치정보가 특히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직접적인 개인식별가능성에 근

거하여 개인위치정보로 파악하지 않은 방통위의 판단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

인식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누락되어 있는 까닭에 설득력을 잃고 있

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당초 旧 정보통신부 주도로 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산

하기관인 종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해 내놓은 해설서에서도 “개인

위치정보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위치좌표값과 같이 그 자체로는 누구의 위치인지 알 수 없지만 

통신단말기 번호 또는 단말기 소지자의 이름 등과 결합하여 특정인의 위치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용이하게 결합하여’라 함은 

결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반드시 하나의 DB 또는 시스템에 함께 있어야 함을 의

미하지는 않으며, 회사 내의 여러 DB로 분산되어 있거나 제휴회사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결합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

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단말기 소지자에 관

한 개인신상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 태그 인식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2) 방

통위의 논리전개에서 근거가 된 부분 중에서도 “약 10개월 기간 동안 일부 아이

폰의 경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에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

국 및 WiFi AP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하였고 애플서버는 해당 Wi-Fi AP 및 기지

국의 위경도 값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등 위치정보 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

났다.”라든가 “위치정보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해 스마트폰이 보다 빠르게 위치를 

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정보통신부, 2006,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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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도록 위치정보사업자가 스마트폰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도록 설계한 위

치정보 DB의 일부가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캐쉬파일로 저장되도록 설계하였

다.”라고 검토한 것에 대하여는 WiFi AP 위치값이나 위치정보 캐쉬와 위치정보

가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개인식별가능성이 

거의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들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방통위는 ① 위치정보 캐쉬가 암호화되지 않아 휴대단말기의 

분실이나 해킹시 이용자의 위치궤적이 그대로 타인에게 노출 될 수 있는 등 프라

이버시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② 위치정보 캐쉬는 이용자의 위치결정에 사

용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기지국 및 WiFi AP의 최신 위치를 사업자 위치서버로 

전송하는 등 사업자 서버와 유기적 연계되어 있으므로 위치정보시스템의 일부라

는 점, ③ 위치정보 캐쉬가 휴대단말기 내부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증․식별 등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열거된 모든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캐쉬에는 

사업자 서버와 동일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조

치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행정처분의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바, ① 위치정보 

캐쉬가 암호화되지 않아 휴대단말기의 분실이나 해킹시 이용자의 위치궤적이 그

대로 타인에게 노출 될 수 있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면 개인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② 위치정보 캐쉬는 이용자의 위치결정에 사용

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기지국 및 WiFi AP의 최신 위치를 사업자 위치서버로 전

송하는 등 사업자 서버와 유기적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치정보에 관한 정보

주체의 개인식별가능성이 ‘WiFi AP 위치값 - 사업자 위치서버 - 위치정보 캐쉬’ 

등의 연결고리에서 결국 단말기 위치가 현출되고 이와 같은 연동구조 속에서 단

말기 소지자에 관한 개인정보와의 결합은 용이할 수밖에 없으며 분산된 위치정보 

캐쉬는 오히려 개인위치정보의 파악 관점에서는 사업자에게 훨씬 유용하다는 점, 

③ 휴대단말기 내부에 저장되는 위치정보 캐쉬 누출 시 문제점은 결국 개인식별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에 입각해 이를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6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고 판별한 것은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애플社가 수집한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로 한정되

는가?

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애플社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

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위

치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

요가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애플社가 수집한 위치정보가 WiFi AP 위치값

이나 위치정보 캐쉬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결국 개인식별가능성을 지니는 까닭

에 개인위치정보로 보아야 한다는 필자의 논리에 따른다면 아이폰․아이패드 등

과 같은 휴대단말기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므로 단순히 위치정보의 대상에 불과

하다는 입장은 해당 휴대단말기의 특성, 즉 음성․영상 통화 및 사파리․아이튠

즈 등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의 간이성․항시성․다양성 등에 비추어볼 때 설

득력을 잃고 만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해

당 물건 소지자의 이동과 어느 정도로 긴 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동성

이 있는 물건에 부착된 위치수집장치의 목적이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

인지 아니면 물건 소지자인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위치정보’가 되기도 하고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 실사용자가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시 해당 물

건을 소지하는지 여부, 물건의 위치수집의 목적, 물건의 재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인위치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항시 

휴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

다.”라는 일종의 유권해석적 견해13) 역시 이 같은 논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1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정보통신부, 2006,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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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애플社의 묵시적 의도는 타겟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위한 것이라는 점

은 위치정보 수집의 개연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서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방통위의 처분은 흠 있는 법령요건해석에서 유발된 잘못된 

행정작용이라 할 것이다. 숨은 의도는 없었던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가기보다는 

위치정보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발현하는 차원에서 법해석과 법집행을 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싶다. 무엇보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애플社가 수

집한 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치정보법 제40조제4호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

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태료부과로 직선회한 점은 수용할 수 없

는 대목이다.

<표 2> 사안에 대한 관련법령의 적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

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생략>

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 관련) [비
고]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또는 과태료

를 부과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

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

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제43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

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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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

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

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

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

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

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시행령 제20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

적 보호조치)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

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

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

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

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각호 생략>
②～③<생략>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

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법 시행령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

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

치를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

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

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4
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법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6조제1
항제3호

1,000
만원

2,000
만원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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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  등을 보

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

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그것

이 개인식별가능성이 있는 개인위치정보이든 그렇지 않은 위치정보이든 이를 구

별하지 않고 관련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결국 이동

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도 식별가능성 있으면 개인위치정보가 되는 것이고 개

인위치정보라면 당연히 위치정보에 해당한다. 소지의 항시성이나 소유자와의 견

련성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의 경우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의류에 부착된 RFID

와는 달리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지만 그 위치정보는 곧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

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보면 방통위의 판

단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요컨대,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해당 위치정보가 개인식별성이 없다

고 할 때에는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하여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위치정보법 제40조제4

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고 만일 해당 

위치정보가 개인식별성이 있다면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므로 위치정보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치정보법 제39조제3호를 적용하여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것이다.14) 그러므로 여기까지

의 논의는 행정형벌(行政刑罰)에 관한 것인바, 방통위가 아니라 검찰의 공소제기

에 의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암호화조치에 대한 법규위반은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이지만 그 개

념정의상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

14) 다만, 후자(後者)의 경우 전자(前者)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것 같은 외관을 지녀도 실은 그러한 형벌법규 상호관계상 그 중 하나만 적용되고 다른 것의 적용은 
배제되는 법조경합(法條競合; Gesetzeskonkurrenz)에 놓이는 것이라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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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

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

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정보보호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15)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정보보호법 제28조제1

항제4호 위반에 관한 정보보호법 제7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1천만 원의 과태

료부과처분을 고려했어야 한다. 다만,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로서 과태료부과의 

경우 그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벌되는 것이고 행정형벌과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을 달리 할 때 그 병과(竝科)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

지 않으나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

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기에,16) 위치정보

법 제16조제1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4호의 적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 부과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은 검토내용이 모두 오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방통위가 애플

社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4호를 적용해 과태료부과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재

15) 위치정보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보보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 생략>

16) 헌법재판소 1994. 6.30. 92헌바38 결정, 판례집 6-1, 619, 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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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기준을 어긴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담당국장의 ‘현행법상 어쩔 수 없

다’라는 변명은 3백만 원의 과태료기준에 가중사유를 더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

함으로써 더욱 궁색하게 느껴질 뿐이다.

Ⅲ. 법이론적 재검토

1. 위치정보법의 존재의의 

개인정보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

의 정보매체 및 정보기록에 수록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보유하

면서도 달리 일정한 의도나 고안에 의해 창작되는 정보내용, 즉 콘텐츠와도 구별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 그 자체로서 개인에 관한 것이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이다.17) 그 가운데서도 해당 정보로 인식되는 정보주체의 

동적 거동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좌표로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위치정보

(location data)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위치정보는 기술적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자신의 공간적 위치를 변경하는 정보주체가 지구 좌표계상에서의 어떤 

지점을 점유하는 경우 그 좌표계상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일컫는 것인바, 

유럽연합의 프라이버시․전자통신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2/58/EC 12 July 

2002)에서는 ‘대중적 가용성이 있는 전자통신서비스 이용자 단말장치의 지리적 

위치로 전자통신망에 표시되어지는 처리정보’로 이를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제c

호), 위치정보가 기록되어지는 일정 시점에서 단말장치가 위치한 network cell의 

식별, 위치정보의 정확도 및 행선지의 방향에 있어 이용자 단말장치의 위도․경

도 및 고도를 지칭한다. 그리고 이 지침은 제9조제1항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는 익

17) 하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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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처리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처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2호로 제정되

고 지난 3월 22일 법률 제10166호로 일부개정된 위치정보법이 규율하는바, 이 

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면서 제2호에서는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한다.”라고 

하여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여하튼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에 

관한 제1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

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

여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법정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

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인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를 기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이제 1,500만 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진화된 휴대용 단말장치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직면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18)

18)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하는 배타적 통제권을 
의미하는바, 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한이 인간의 
존중과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
소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에서 인정된 정보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과 동일한 개념이라 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모두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설정한 것이고 이로써 자기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갖는 자율적인 결정 권능이 도출된다고 보지만 그 용례가 다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5월 26일 설시한 2004헌마190결정에서 명명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informational 
privacy’ 또는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과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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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GPS, Wi-Fi AP, 3G 기지국 등에서 위치정보

를 제공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 GPS로 위치측정이 불가능한 도심지나 실내지

역의 경우는 WLAN 측위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등 GPS, 

와이파이 등을 통한 위치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 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실정

이지만, 최근 아이폰의 경우 ‘위치추적’ 논란에 휩싸여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는 법적 문제

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 동의(consent)라 함은 거래법적 관점에서 위치정보 관

련서비스의 이용계약 체결에 있어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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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라 할 것이며,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철회는 정보주체의 일방

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계약해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19) 이는 정보주체가 개

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 혹은 자기통제를 통하여 스스로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치를 가진다.20)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의 국제적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지난 

1980년 9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이사회에서 채택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

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의 경우 Part 2에서 국내 적용상 기본원칙 가운

데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을 제시하고 있는바, “개인정

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

에 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수집하여

야 한다(There should be limits to the collection of personal data and any such 

data should be obtained by lawful and fair means and, where appropriate, with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 data subject).”라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음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

급자가 고지하는 절차가 법률적으로 규정된다면 이를 준수할 경우 합법적이고 공

정한 절차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현행법에서의 관련

19)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별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배타적인 권리로 승격할 만한 특성을 지니고 있
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동산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처분할 
때 물건을 인도하여 점유를 잃게 되지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응 
처분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법률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Richard S. 
Murphy, Property Rights in Personal Information: An Economic Defense of Privacy, 84 Geo. L. J. 
2381, 2383 (1996); Lawrence Lessig, The Architecture of Privacy, 1 Vand. J. Ent. L. & Prac. 56, 
63-65 (1999).

20) Steven A. Bibas, A Contractual Approach to Data Privacy, 17 Harv. J. L. & Pub. Pol’y 591, 60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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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명시하지도 않은 채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

의 경우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

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비스제공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하여 근본

적이면서 강력하게 시장개입을 행하여 시장구조 그 자체를 결정하는 구조적 규제

(structural regulation)로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내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단말 제조업체인 애플社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

난 해4월 삼성전자와 국내외 포털인 구글과 NHN 등이 위치정보사업에 진출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위치정보법은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

치정보 관련사업에 대하여 진입규제(進入規制)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진입규

제는 시장구조 자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구조의 틀 안에서 기업의 행위만을 

통제하는 가격규제와는 달리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시장개입의 형태로서 

모든 정부규제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21)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사업자의 공법행위(公法行爲)인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

대리인(위치정보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

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④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21) W. K. Viscusi, Joseph E. Harrington & John M. Vernon,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0,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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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보유기간, ⑤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지만, 위치정보사

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

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행하면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업

을 겸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로서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규율일 따름이고 이 경우 위치정보법 제15제1항과 제18조제1

항 가운데 선택적 준수만으로 족한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해석이 나누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2. 위치정보법의 개정방향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비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

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산업육성

적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을 함유한 규제법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따른 

사회다각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합리화 선상에서 정보프라이버시 보

호와 아울러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

는 위치정보사업자를 법규의무대상으로 설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도

록 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

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수집가능성의 확대에 따른 고려

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를 일반적․상대적 금지의 해제에 따라 행해지는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규제적 허가로 해두고 있는 것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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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제한적 장치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이 보유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위협성에 비추어 이를 신고영업으로 획

정하고 있는 것과 견주어 볼 때 구조적인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진입

규제만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위치지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제

한함으로써 국내 위치정보 관련업자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

와 유사한 측면에서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오히려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신청 

당시 신고서류 첨부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로 의제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4항의 경우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

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이라는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은 부적절한 정의규정에 해

당하며, 이로써 위치기반 관련사업의 재편과 적정규제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

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인 위치정보시스템을 주요 설비

로 설정하여 진입규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진입규제와 별도의 것을 두고 있

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현행 위

치정보법은 이용약관 신고 등을 통해 진입규제와 구별되는 구조적인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위치정보법 위반 시 과징금․행정벌 부과 등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사업

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가 차별화되어야 할 위험요인적 논거가 위치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 등에 있어 그 차등적 구별에의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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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 동일화방향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술진화와 역무발달에 따른 법규범의 합리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업

자와 이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정보통신문화로 정착

되는 과정 속에서 법제도적 최적사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사는 세상이 정보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편리하고 안심되는 ‘시스템’ 속에서 그야

말로 ‘스마트’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Ⅳ. 결론에 갈음하여

제298회 국회 본회의에서 18대 국회에 발의․제출된 세 가지 법안 내용을 통

합․조정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제안되어 지난 

3월 11일 원안 가결되어 그 효력발생을 위한 공포절차가 같은 달 29일 이루어짐

에 따라 이제 오는 9월 30일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바,22) 이는 지난 2003년 대

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전자정부관련법

제정비방안의 마련,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의 천명,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도

입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정 방침을 표명한 지 

만 2년이 지난 후에야 17대 국회 당시 우여곡절 끝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세 가지 법안들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설치문제23)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22) 18대 국회 들어 2008년 8월 한나라당의 ｢개인정보보호법(안)｣과 같은 해 10월 민주당의 ｢개인정보보
호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로 되면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다음 달 제안되어 위 법안들과 더불어 2009
년 2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2년여 넘게 조율되지 못하다 지난 3월 10일 의안번호 1811087
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마련됨으로써 위 세 법안은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23)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이론적 비판과 대안적 분석에 대하여는 拙稿, 개인정보보
호 전담기구의 법적 쟁점, 월간 법조 통권 제655호, 법조협회, 2001, 76～116쪽 참조.



49애플社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지 못하여 결국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상기해볼 때 비록 늦

었지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로써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부 개정되어 존치되는 특별법으로서 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조합하고 융화하는 데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시대적 사명에 상응하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

킬 수 있는 바람직한 법으로 개선하는 과정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정보

인권의 신장을 위한 사회적 준법환경 조성과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정보인권(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CRI)이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체계의 근본가치로서의 자유(freedom)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을 상정할 때 이러한 

자유가 진실(truth)을 통해서만 달성가능하다고 보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체계 

하에서 시민은 진실되고 입증가능하며, 이해가능하고 정확하며, 신뢰성 있고 타당

하며, 적시의 그리고 실질적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24) 또한 

정보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발전단계에 따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존

재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류 문명 및 공동체 건설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정보인권의 본질로 파악한다.25) 이처럼 정보인권은 개념 정의

24) Jóef Oleńki,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and the Duties of a Democratic State in Modern IT 
Environment,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Vol.71:1,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2003, pp.33～48.

25)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유권과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던 1세대 인권에서부터, 인권의 경제
적 ․ 사회적 ․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던 2세대 인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1986년의 발전권 등 집
합적 권리를 강조하던 3세대 인권을 거쳐, 현대 정보사회 혹은 디지털사회에서 인류 문명발달의 핵심
으로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4세대 인권을 구성하는 정보인권이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인권은 현재의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식사회의 미래를 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
행하고, 전자네트워크 내에서 대중적 영역을 지원 및 강화하며, 동시에 정보화 부문에서 문화적 다양
성을 보호한다. 이처럼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는 시각과 핵심가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정보화시대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내에서 개인 및 사회의 정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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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인류의 보편적 혹은 세계적 인권의 주요 축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개념정의 수준을 현행 

실정법상의 가치체계 및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정보사회(Informationsgesellshaft)의 현실적 사회구조를 반영하

고 그 지침과 기준을 제공하는 헌법상 정보질서(Informationsordnung)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유형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26) 다만 현재까지의 정보인권 

논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엄연히 그 주축이 되는 한 틀로 자리매김하고 있

으며,27) 그 예로 지난 2004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헌법제정조

약회담(Conference on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에서 최종 

합의된 유럽헌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28)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겠

다.29)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기본권이라는 인식 역시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e generally Mathias Klang & 
Andrew Murray,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New York, NY: Routledge Cavendish, 2005, 
pp.11~26.

26) Friedrich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StRL 
(Veroffentlichungen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57,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1998, S. 213f.

27)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
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
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
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그 독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05. 5.26. 2004헌마190결
정, [판례집 17-1], 668, 682～683.

28)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II-68 (Protection of personal data) ①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② Such data must be processed fairly for specified purposes and on the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or some other legitimate basis laid down by law. Everyone has the right of 
access to data which has been collected concerning him or her, and the right to have it rectified.
③ Compliance with these rules shall be subject to control by an independ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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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보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에서 보장되는 전통적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규범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이를 넓은 

의미에서 정보인권으로 편입한다면 이른바 정보영업권이라 칭할 수 있다. 이처럼 

광․협을 떠나 정보인권의 의의를 대별해보면 그 세부유형 가운데 개인정보자기

결정권과 정보영업권의 상충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여하튼 규범적으로 개방된 경

제질서 속에서 기업의 자유는 헌법 제1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와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등에서 도출될 수 있는바,30) 이는 우리 헌법이 상

정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기본권이며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보활동에 대

한 규범적 설정의 기초가 되고 있기에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도 

헌법적 가치를 제공하는 정보질서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헌법적 정보질

서에 상응하는 정보활용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29) 유럽연합(EU) 및 유럽공동체(EC) ․ 유럽경제공동체(EEC) 아래 체결 ․ 비준된 50여 개 이상의 조약과 
의정서 ․ 부속문서를 대신하여 이들 조약의 이념과 효력을 하나의 헌법의 형태로 집약해 유럽연합 가
맹국의 의사결정을 통일화하려는 유럽헌법제정조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모든 가맹국의 비준
이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각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의회 결의만으로 비준하는 국가도 있고 국민투표
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으며, 국민투표 또한 의회가 이에 대해 다시 비준할 수 있는 나라와 구속력을 
갖는 나라로 갈린다. 또한 투표율에 따라 구속력이 생기는 나라도 있다. 2005년 2월의 스페인에서 실
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조약이 가결되었지만, 5월의 프랑스와 6월의 네덜란드에서는 부결되었다; 
Thérèse Murphy, New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9, pp.139~140.

30)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정보사회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모형을 상정한다면, 경제
질서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정보질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
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
하여, 국가가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시장참여자들간의 경쟁을 위한 규칙을 확정하고 그 행위준
거를 제시하는 한편 그들이 상호신뢰감이나 안정감을 가지고 시장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의 
표준이나 지침 등을 설정함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 모두를 행위자가 책임지도록 함을 기본적인 경제
질서로 삼고 있다. 즉, 국가는 규범설정자이자 심판관이며 후견자로서 기능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요청에 따라 시민사회의 경제영역에의 참여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국가는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상 경제정책시행에 부여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인과 기업이 보유하는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 경제질서의 
근간임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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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와 기업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정보질서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

다. 즉, 정보사회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 규범적 의미가 있는지

를 논의한 연후에야 비로소 개별적 권익의 상충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의 활용과 유통의 산업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

와의 균형을 위해 예외적으로 정부규제와 시장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새겨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의 자유를 갖는 개인과 기업 가운데 이를 기업의 자

유에 의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에 있어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

는 질서가 규범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보의 민주화라는 요청에 따른 최소한의 정부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유추해석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개인과 기업의 정보활동에 대한 제한을 헌법상 중립

적 가치로서의 정보질서에 부합하도록 규제합리화의 선상에서 재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하겠다. 민간부문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침해가 정당화되는 공간은 

아니지만 사적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에 지배되기 때문에 관련입

법의 규율태도 역시 강행규범 일변도로 획정되어도 아니 될 것이라는 점은 여기

서 핵심적인 논의의 틀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개

인정보보호가 요구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정보활용을 포함한 정보의 자유와 

조화로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

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규제를 정립하고 규제일변도에 따른 폐

단을 정제하는 것이 요청되며, 입법정책적으로는 헌법적 차원에서의 정보질서에 

순응하는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규범틀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관계입법과의 체계

정합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영업권이라는 정보인권 유형의 보장 측

면에서 그러하다. 반면에 한 축에서 위치정보법의 개정을 논하더라도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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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정보인권 신장 관점에서는 위치정보법

의 해석과 적용에 소극적인 법집행기관의 직무유기적 결정을 비판적으로 재음미

해야하는 것도 정보인권론의 시대적 사명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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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의 
방향과 내용 

토론 :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문제제기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법제정움직임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여러 개인정보보호법안

들이 제출되면서, 소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백가쟁명의 시대로 들어섰다. 그 당

시 논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더 ‘바람직한’한 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결

국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개인

정보법 자체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낳

았지만 그 뒤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논의에 대한 학습효과 덕분에 여러 가지 쟁점들을 빠

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바람직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

호법은 지금까지 논의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쟁점들을 잘 추려내어 개인정보 유

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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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

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헌법상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과 내용들이 체계

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헌법상 개인정보 관련 기본권의 의의와 내용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 : 사생활관련 자유,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기본권 : 정보공개(알 권리, (개별적,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학문의 자유 등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기본권 : 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사적 

자치(계약자유) 등

4)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간 관계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또는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기도 하나 이와 동시에 개인관련정보의 가능한한 방해받지 않

는 접근과 광범위한 저장 및 이용자유를 전제로 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결

국 시장경제에서만이 개인의 소유권, 직업자유, 사적 자치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처리

를 통해 기업의 자유 등을 실현하는 이익과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따

라서 국가는 법률의 근거없이 정보를 조사, 처리할 수 없는 반면에 시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개인관련정보를 처리하고 교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관련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

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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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보호법제 법제정비방향 

1.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기준 :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의 제시

국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조사・처리・저장해야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제수행을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

를 수집하거나 전달・저장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을 바탕으

로 하여 개인은 국가가 자기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를 조사, 처리해도 되는지를 

결정,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통한 개인관련정보의 모

든 조사, 저장, 전달은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므로 이에 관한 法的 授權을 필요

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각종 정보처리시스템 시행의 위헌성 존재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이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서 

언제나 違憲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기준들이 충분하다

면 해당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게 헌법상 허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이에 관한 근거법률

이 존재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

률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전자화하는 근거법률이 있다고 해

서 이것이 곧장 수집행위의 근거법률이 될 수는 없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곧 개

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手記로 처리하느냐, 電子化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렇

다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지, 그 정보를 전자화하

기 때문이 아니다. 다음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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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다면, 이러한 법적 근거가 비례성원칙, 특히 규범명확성원칙과 목적구속원

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해당 주체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 및 감독기구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기준 : 
입법자에 의한 이익형량원칙 

(1)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과 정도에 관한 다툼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구별필요성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의 일차적 관

심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통제하는 것에 있지만, 이와 동시

에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효율적 법제정비도 점점 중요 관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공공 부

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준과 내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어쨌든 민간부문

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공적 부문에서 국가기관을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

으로 처리하기 힘든 측면들이 많다. 왜냐하면 사인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정보

를 수집할 권리 및 계약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간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며 빠르면서도 확실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를 필요로 한

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시장경제 속에서 활동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줄이고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이 획득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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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시장경제 간에 일정부분 갈등관계가 성립됨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관련 입법시 주의점 

국가는 법률의 근거없이 정보를 조사, 처리할 수 없는 반면에 시민은 원칙적으

로 자유롭게 개인관련정보를 처리하고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모든 

정보처리를 관련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

다. 그러므로 사인 간 정보처리영역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입법자가 간섭하여 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만 한다. 민간부문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필요한 조정은 우선 입법자의 과제이다. 이러한 이익형량시 

입법자는 일방적으로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수준은 공공부문에 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영역별 또는 부문별로 그 보장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규제영역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필요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원칙과 방향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여 공공과 민간 모두에 적용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 및 적용범위와 개인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개개 분야별로 

특수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특별한 개인정보보호법들이 동시에 제정되어야만 

함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에서는 통일적이고 체계적

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 대원칙을 수용하면서, 전문성이나 특별성이 요

구되는 경우에만 특별법 또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기본법의 원칙은 특별한 경우에

만 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던 기존 예외규정들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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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제정비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200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논의가 지루하게 이루어지

는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일관

된 원칙과 기준없이 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 기존의 관련 법률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Ⅳ.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관련 법제 분석 

1.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

반법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으

로서 해당 부문에서는 후자의 법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규율하고, 그렇지 못할 특별한 경

우 - 예를 들어 위치정보나 생체정보처럼 - 에 한하여 보호의 수준이나 적용범위

를 높이거나 낮추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개인정보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그 의미가 퇴색

되고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또다시 위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

서 민간부문에서는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특별법간 관계를 개인정

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6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토론문

2.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관련 법제개선의 원칙과 방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의 특징은 법외관상으로는 엄격한 규제로 정

직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

지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장치는 부족하여 편법적 수집․

이용․제공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소비자 또는 이용자들이 통상 예

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활동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1)

3. 정보통신망법의 정비필요성과 방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많

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규정들은 충분하지 않다. 

이는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과 처리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렇다면 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규정을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간부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아닌 자간

에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1) 이에 관하여는 정찬모 외,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도입 연구, 법제처,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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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정보보호와 이용법제 

관련 법률들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행 법률은 신용정보의 보호보다는 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 특히 현행 법률처럼 신용정보의 수집 범위 또는 출처와 이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용대상이 넓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신용정

보의 적법한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이 분야에서는 금융거

래나 신용정보 등의 보호관련 규정이 해당 특별법에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5. 소결 :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이용관련 법제분석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던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그동안 일반법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적용범위의 제한 등 개인정

보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새로 제정된 개인

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시키려는 규정들이 일정부분 삽

입되어 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특별법들의 적용범위와 

보호수준 등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은 외관상으로는 개인정보호

의 엄격한 보호를 추구하는 듯 하나 실제로는 합법적 이용과 보호 모두를 담보하

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 등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이용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

용에 관한 민간부문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 관련 특별법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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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토론 :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Ⅰ. 추진 배경

□ 최근,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

◦ SK컴즈 해킹으로 개인정보 3,500만건 유출 (’11.7)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개인정보 175만건 유출 (’11.4)

□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상 개

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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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해킹․바이러스 등 인터넷상 침해 위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규모가 더욱 대형화

□ (문제점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다수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 제공과 관계

없이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 중

◦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중요 개인정보도 이에 포함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화사기․메신저 피싱․스팸 등 개

인정보를 악용하려는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

※ 주요 웹사이트 회원 수(’10.9월 기준) : A포털 3284만명, B게임 2375

만명, C쇼핑몰 2192만명

□ (문제점② 기업의 보호조치 미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업의 내부보안 대책 

마련, 보안투자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

◦국내기업 중 63.5%가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하고(‘10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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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실태조사), 개인정보 처리자의 통제․관리도 미흡 

◦특히, 포털․쇼핑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더욱 안

전한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보호

요건 만을 준수

□ (문제점③ 이용자 권리행사 부족) 신규 악성코드 등 해킹 기술은 계속 발전

하고 있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SK컴즈 해킹 사건의 경우, 관리자 PC에 설치된 신규 악성코드가 보안업

체의 최신 백신에도 탐지되지 않아 고객정보가 유출

◦따라서, 불필요한 계정 탈퇴, 패스워드 변경 등 이용자의 관리 노력이 중

요하나,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현실적 제약이 존재

◆ 이용자 제약 사항

①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 및 활용 내역을 정확히 알기 곤란

② 개인정보의 열람․정정․동의철회 등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수

단이 없는 경우가 많음

Ⅲ. 추진 대책

 ◇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

 ◇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상향하고 취약점 점검 확대

 ◇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고 대

국민 캠페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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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추진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추진

◦현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누구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허용 정책으로 전환

- 주민번호의 수집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을 통해 중․장기 로드

맵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및 규제 강화

◦기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수집․이용하도록 업종․서비스 

별로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를 마련하고 점검 추진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1호(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

태료)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추진

◦휴면 계정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일정기간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

□ 개인정보 제공․파기 관련 법규준수 점검 강화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

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처분 강화 

※ 관련 규정(법 제24조의2제3항, ’11.7.6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

◦탈퇴자 등 기업이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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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처분도 강화

2.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 기업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 강화

◦개인정보 DB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PC 등을 외부망과 분리하

고, 암호화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 대상 확대

※ 현재 패스워드․주민번호․계좌번호 등 5가지에 대해 암호화를 의무

화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확대 추진(‘개인정보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합성을 인증하는 개인정

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신뢰 제고

※ 금년 상반기 6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했으며 하반기 20여개 기업에 인

증심사 예정

□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역량 제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을 제도화하고 IT 

외주업체를 위한 보안 가이드 개발․보급

◦보안시스템 구축이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보안S/W 무료보급을 확대

※ ’11년 웹쉘 악성코드 탐지도구 및 웹방화벽 5000개 이상 보급 추진

□ 주요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국내 전체 웹사이트(180만개)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점검․탐지하고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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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발견 시 신속하게 통지 및 삭제

- 악성코드 主유포지인 웹하드․P2P 사이트는 세 하게 점검․단속

◦중국發 해킹 발생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정

보를 삭제토록 중국 정부기관 및 인터넷 유관단체와 공조 강화

- 中․美․日 등 해외 주요 지점에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구축도 검토 

□ 주요 웹사이트 등에 대해 일제 점검 추진

◦통신․인터넷 등 주요 웹사이트에 대하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성 

여부를 사전 점검․확인하여 취약점을 개선

- 공공․금융․의료 등 타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

계부처와의 합동점검 검토

□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침해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침해 내

용, 대응 조치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방통위 내에 “인터넷 침

해사고 신속대응팀” 신설을 추진

3.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

□ 패스워드 변경, 휴면계정 정리 등 대국민 캠페인 추진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사후피해 방지를 위해 방통위, 교과부, 복지부 

등 범부처 공동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 실시

- 아울러, 이용자에게 휴면계정 통지 및 계정 탈퇴 유도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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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활용 내역의 이용자 통지제도 도입 추진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활용 내역을 정확히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

보 활용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동의철회 수단 확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동의철회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

고, 사업자 별로 상이한 동의철회 절차를 쉽게 표준화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5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 대한 동의 철회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통

합시스템 구축을 검토

□ 개인정보 2차 피해 예방활동 강화(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발신번호․본문내용 등을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하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

※ 현재 만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

◦대형 인터넷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국민들에게 휴대

폰을 통해 알려주는 ‘정보보호 알리미 서비스’ 가입 확대

※ ‘정보보호 알리미 서비스’는 이통사의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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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과제 조치사항 일정

▪주민번호 수집 제한 로드맵 마련 - 로드맵 마련 ’11. 12월

▪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 마련 - 가이드 마련 ’12. 연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추진 - 가이드 마련 ’11. 10월

▪개인정보 제공․파기 법규준수 점검 - 웹사이트 점검 ’11. 8월～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기준 강화 - 정통망법 하위 고시 개정 ’11. 12월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확대 - 인증심사 실시 ’11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제도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 ’11. 11월

▪IT 외주업체를 위한 보안 가이드 개

발․보급
- 가이드 마련 ’11. 10월

▪중소기업 보안S/W 무료 보급 - S/W 개선 및 보급 매년

▪국내 웹사이트 악성코드 은닉 점검 - 신규 악성코드 분석 매년

▪웹하드․P2P 사이트 등 사전 위협 탐지

체계 마련
- 위협탐지체계 구축 ’12. 상반기

▪중국과 공조 체계 마련 - 중국 기관 협의 ’11. 하반기

▪주요 웹사이트 일제 점검 추진 - 현장점검 ’11. 하반기

▪비밀번호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 - 캠페인 실시 ’11. 10월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신속대응팀 신설 ’11. 하반기

▪이용자 통지제도 도입 추진 - 정보통신망법 개정 ’12. 10월

▪열람․정정․동의철회 수단 제공 점검 - 웹모니터링 ’11. 9월～

▪동의철회 등 표준 마련 - 가이드 마련 ’11. 10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전면 확대 - 시스템 확장(이통사) ’12. 3월

▪정보보호 알리미 서비스 확대 - 보급 확대 ’11년～

붙임  주요 실천계획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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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토론문

토론 : 김보라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온

라인 기업들이 고객들의 정보에 대한 동의도 받지도 않고 텔레마케팅업체에 판매

하거나, 심지어 한 기업의 전 고객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기업들이 

서비스와 무관한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경우가 워낙 보편화되

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이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영역이 많아, 한번 기

업의 개인정보 문제 이슈가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이해관계자가 되는 세

상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온라인 상의 수 많은 서비스들은 고독한 점인 온라인상의 개

인들을 그들이 생산해내는 정보들을 통해 연결해 준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연적

인 다수의 참여로 가공, 퍼날라지면서 “유통”의 위험성은 커지고 개인정보관리자

의 “통제”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미 세상에 풀려버린 정보들은, 그것이 진실

이건 거짓이건, 선의이건 악의이건, 고의이건 과실이건, 최초 발화자를 포함하여 

누구의 통제도 불가능한 상태의 인격체로서 돌아다니는 느낌이다. 마치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퍼진 나와 관련된 정보들은 나의 그림자지만,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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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독 개인정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원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제, 게임셧다운제 등을 통해 실명제가 강제

되어 온라인상의 고독한 점들이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것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네티즌수사대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이용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도하게 저급하기 때문도, 아름다운 인

터넷 세상 만들기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소위 실명제를 통하여 국가

가 네티즌수사대의 신상털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

다. 국가의 도움으로 궁금해서 보고 싶은 정보들이 쉽게 연결되어 펼쳐져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굳이 에덴동

산 한복판에 사과나무를 세워 놓은 알쏭달쏭한 신의 마음일까?

우리의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 너를 찾아낼 거야”라

는 약간은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위치정보활용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우리의 실생

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법조계에서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첨단수사기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스마트폰 위치정보논란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이 와중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

는 우리만의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더 강

화하는 논의가 일부 있는데, 지금까지의 위 법의 적용예들을 통해 보았을 때, 프

라이버시 보호보다는 불필요한 규제권한의 강화로만 결론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

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위치정보가 이동통

신사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는 통신실명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에서 통신서비스를 받는 자의 위치정보는 통신회사의 가입자정보와 결합되어 항

상 누구인지 특정된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에 의하여 강제되는 통신실명제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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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여러 가지 익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불폰 등이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

는 옵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국가통제에 매우 익숙한 우

리의 현실에서 위치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는 것은 프

라이버시의 권리구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치정보 논의

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선결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소위 “실명제”로 대표되

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적 공간의 개인정보들에 대한 익명가능통제권을 각 개인들

에게 실질적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하여 일찍이 테리길리엄의 브라질(1985년작)에서는, 개인의 본질과는 상관

없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시민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각 개인을 정보로만 

처리할 때, 그 사회에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시민의 정보에 대해서 

이 영화는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거부하고, “시민의 정보”를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정보”가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가

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 현재의 프라이버시 문제에도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강제적이면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부여되

고 있어 국가가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시민들의 활동을 통제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 

만든 한정적 목적으로 임의발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조차도 서로 단절된 디비에서 

모두 참조키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가장 위험한 요소로 평

가받고 있는 실정이다.(Daniel J. Solovo, 2008)1) 

1)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국가 발행의 ID Card는 유럽대륙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여
권처럼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보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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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지숙 교수(2005년)는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투

명성, 또는 프라이버시와 효율성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프라

이버시를 얻기 위해 기본적 윤리개념을 재고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

지 않고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사회적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면서 “네트워크프라이버시를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

을 권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2008헌마324 사건)에

서도 반대의견2)이지만,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강

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임이 언급되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권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표명하는 지점은 “범죄자 추적가

능성”과 “범죄예방”의 측면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권을 보장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들의 온라인상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이런 익명권이 보장된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 무

엇이 우리의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

께 논의하지 않고, 다만 그때그때 이슈에 개인정보의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해

결하다보면, 결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문제들은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된 채, 

조지오웰의 1984에서 보여주는 국가통제사회의 모습과 유사한 세상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실명제를 유지하면서 위치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함께 가지

고 있는 기이한 모습은 이러한 일관성없는 규제위주의 법제정에 그 원인이 있을 

니라, 이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로 이러한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identity trail) 

2) 반대의견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없이 자산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익명표현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행해질 
경우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에 악용되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위협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익명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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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독점하던 암호기술에 저항한 존 길모어의 시민암호운동, 스탠포드 

교수들의 퍼블릭키의 상용화, GNU에 의한 PGP키 등의 암호의 대중화 등은, 당

시 보안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성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3) 즉, 우리사회의 익명성을 “익명권”으로 격상시

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익명권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최근 불행히 터진 각종 주민등록과 연계된 사업들에서 나타난 개인정보침해 또

는 해킹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익명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익명권의 논의까지 가지 않고도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의 고리로 연결되는 각종 주민등록번호 베이

스의 강제적 실명제를 폐기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3) 우지숙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
시글은 실명제 이후 12.2%로, 게시판에 글을 쓴 IP 기준으로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줄었음을 확인하여, 악플 방지 효과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양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논의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거나 머릿속의 공포에 근거한 논의보
다는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근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프라이버시 논의 구조는 
기존의 규범인 “법”에 의한 논의와 실질 효과를 알 수 없는 정책에 대한 논의, 감정적인 대응이 프라
이버시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와 역할보다 우선하는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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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폐지 +1

토론 :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Ⅰ. 다른 세상

아마존 닷컴(amazon.com)과 이베이(ebay.com)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하여 미국

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체제인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 규범

화했다면, 그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금

이 결재되지만 그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가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 사이트에서도 결제 수단과 물품을 교환하면 그 뿐입

니다. (예외적으로 포르노물의 경우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인증을 하

기도 합니다.)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ActiveX 설치한 다음 다시 다수의 보안 프

로그램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베이는 2010년 3분기 순이익이 4억3190만달러, 결재대행 서비스

인 페이팔(PayPal)부문의 매출액이 8억3천800만 달러를 기록했었고, 2011년에도 

유력한 상거래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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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facebook.com)과 트위터(twitter.com)와 같은 SNS 서비스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위하여 각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수집해야만 했다면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발적인 신뢰관계가 더욱 중요했

던 것입니다.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에서는 ‘감시’를 먼저 떠올리지 ‘신뢰’가 만들

어지기는 힘듭니다. I-PIN(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시스템)과 같은 방법으로 

실명을 인증하기 위해 번거롭게 이것저것 입력하라고 요구했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지금의 신화를 결코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상거래와 SNS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의 구조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와 

기형적으로 발전한 공인인증서체제에서는 창조적인 어떤 서비스도  국내용에 불

과합니다.  국내용, 국외용 기획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생산적이지 못

한 일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Ⅱ.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단체에서 이야기 했고, 수많은 전문가가 이

야기 해왔습니다. 주범은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

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와 유사 법규들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유출되어서 개인을 인증하는 신뢰성

에도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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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에서는 최근 해킹사건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한다고 했지만 아직 정책

에 반영되지 않았더군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토리를 현금으로 구입

했다면 5년간 주민등록번호를 네이트가 보관해야 합니다. 

사례1. 네이버 개인정보취급방침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이용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1년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

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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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웹사이트 방문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 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사례2. 네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

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

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① 보존항목: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

소, 주소, 전화번호  

② 보존근거: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③ 보존기간: 회원탈퇴 후 1년  

2) 상거래 관련 보존 개인정보 

① 보존항목: 상거래이력  

② 보존근거: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③ 보존기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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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Ⅲ. 낡은 규제가 아닌 다른 질서를 생각합시다. 

외국의 수많은 업체들은 회원 가입할 때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만 그 신뢰성의 몫은 개인에게 돌려집니다. 개인이 가짜이름과 가짜 전화번호, 가

짜 이메일을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유의 영역으로 

놔두어야 합니다. 

익명의 개인은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다양한 사실 정보를 나누면서 그 익명

성이 실명 혹은 실제하는 개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는 개인과 개

인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서비스가 실명인

증과 같은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신뢰성과 평판에 기반한 관계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터넷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안했다면 옥션, 네이트

등의 사건 파장도 미미했을 것이며 해킹의 표적지가 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일방문자가 10만명이 넘으면 강제적으로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 것은 닷컴기

업에게 불필요한 추가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없다면 위치정보에 관한 민감성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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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인터넷등과 같은 매체 관련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까다로

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덕분에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정직하

게 활용하지 못하고 은 하게 분석을 합니다. 개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익명과 

실명의 정보가 공존한다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유통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

지만 현재와 같이 마구잡이로 실명을 인증하는 체제에서는 개인을 분석한다는 것

은 기업에게 치명적인 윤리문제로 귀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동의서와 같은 것도 

지금처럼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 이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고,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엄격하게 제

한되면 지금과 같은 불안요인을 해결하고 완화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최장 5년간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게 하는 규제들은 적용 사례를 검토

해서 단기 보관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의 선택지로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Ⅳ. 인터넷은 사람의 흔적을 남기는 시스템입니다.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확한 흔적을 안

남기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디지털망은 오프라인 세상과 다르게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즉, 추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터넷 시스템이 

접속점을 남기지 않는 생태계였다면 다른 형태로 진화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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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근본적으로 흔적을 서로 서로 남기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

호가 없어도 인터넷은 엉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Ⅴ.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폐지 +1

2009년 4월 9일 구글 유튜브서비스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한국 서비스 

중단 결정을 하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1)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피력합니다. 한국은 인터

넷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I-PIN과 같은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불필요한 인증과 같

은 거추장스러운 규제는 우리의 창조성을 저해합니다. 인터넷 생태계에 관한 상

상력은 국내용으로 축소됩니다. 개인들은 가입절차가 간편한 외국 서비스로 계속 

탈출하게 됩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다 미국에서 출발한 기업들입니다. 그리

고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맡겨진 익명성과 실

명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는 동안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I-PIN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덫에 걸려 매일 폭탄을 짊어지고 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어제는 네이트였지만 내일은 다음, 네이버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폭탄

은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 폐지로 국내 인

1)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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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가 답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뢰’와 ‘신용’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일

까요? 아닙니다. 온라인 이외에서의 개인과 기업, 공적 부문에서의 관계와 계약들

을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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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근원적 고민

토론 : 정혜승 DAUM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포털이 개인의 정보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이다. 해외 사

이트의 경우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반해 국내에서는 

ID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번호, 집 주소, 집 전화와 휴대폰 번호까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8.29 A사 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감증이 우려되는 시대입니다. 금융기관과 전자상거래 업

체, 포털까지 줄줄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식 명

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명령이 최종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100만원 대신 10

만원 정도로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또 3500만 명 중 1000만 명에게만 보상한다

고 해도 1조원이 소요됩니다. 단지 “포털이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게 

문제”라고 한다고 해도 이 같은 위험을 기업이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이날 언론 보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은 앞으로 위자료 지급 등 

각종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SK컴즈는 회원들의 이런 집단 움직임에 ‘우리

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아무리 철저한 보안시스템이 있더라도 해킹하기로 맘 먹

으면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변명은 늘어놓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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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복제되고 유출 시 여파가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 상 인터넷 

기업은 정보보호를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사고를 

100%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

출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최선을 다했고, 아무리 철저한 보안시스템이 있더라도”

라는 식의 구차한 변명조차 어렵다면, 기업의 무한 책임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Ⅰ. 어떻게 하면 100점 정보보호가 가능할까

네이트 사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인증도 올 3분기 심사 예정이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09년 정보보호관리체계 국

제표준인증인 ISO27001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으로, 정보보호 표준 중 유일한 국제인증이라는 ISO27001은 대형 보

안사고를 낸 농협도 지난 2007년 받았습니다. 당시 농협은 인터넷 뱅킹 뿐 아니

라 포털, 농협e쇼핑, 금고지원시스템까지 IT보안 서비스 대부분을 포함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도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개

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을 확대한다고 해서, 사고가 100%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법

적 기준은 물론, 사회적 합의에 비해 훨씬 더 허술하고 보안에 신경쓰지 않은 ‘정

보 유출 인재’도 적지 않지만,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 수준의 보안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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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안 위협에서 보호해야 할 정보를 차라리 줄여볼까

완벽한 정보보호가 불가능하다면, 보안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아예 줄여나가는 방안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들도 늘 보안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수천만 개인정보가 일시에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를 비롯해 각종 ID 번호를 요구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처럼 포털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근거해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용자에게는 본

인 확인 절차를 요구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에 근거해 “본인확

인정보”를 정보 게시 후 6개월까지 보관하는 법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또한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등)에 근거, “거

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네이트 사태 이후 이 같은 법적 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

가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본인확인 정보만 보관하면 되는데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 보관, 저장하는 것은 관행 탓이라는 지적과 전자상거래법도 개인

정보 예시를 든 것일 뿐 굳이 주민등록번호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등

장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 감독당국의 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단 한번도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이 같은 지적이 이제라도 나온 것은 정

보보호에 대한 각계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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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인확인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할 수 있을까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도입 취지는 악플을 방지하고 불법행위자를 추적, 처벌하

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확인 yes/no 값만 저장할 경우, 이를 실제 당사자와 매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신용평가회사 등에서 갖춰야 합

니다. 실제 최근 한 신용평가회사에서 이 같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각 신용평가회사는 금융기관과 연계, 일부 국민의 개인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신용평가회사가 동시에 나서지 않는다면 무의미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마다 다르지만,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방법

은 제외하거나 변경하고 신용평가회사 활용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민간 기업에 불과한 신용평가회사로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상황의 보안 문

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민할 지점입니다.

더불어 기존 14세 인증에 16세 인증을 추가 도입해야 하는 청소년보호법과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물론,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본인확

인값 외에 나이에 따른 분류값을 추가로 부여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정보만으로는 중복 가입을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거의 모든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온라인/오프라인 제휴를 주민등록번호 기

반으로 진행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먼

저 폐기하기로 결정한다면, 각종 마케팅과 제휴를 중단하거나, 혹은 파트너들과 

함께 다른 키값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주민등록번

호 보관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현실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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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런데 왜 본인확인은 포기할 수 없을까

앞서 모든 노력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왜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바로 폐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한다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플 방지를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 정보통신부가 발의한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악플이 감소됐다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도 없으며 실제 악플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여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경쟁하는 외국계 

기업은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으며 소셜댓글이 규제 회피 방

안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히려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의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대개 남의 주민등록번

호를 도용, 규제를 회피합니다. 실제 범죄 수사에서는 본인확인 정보보다IP 추적 

등 기술적 방법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

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2010년 4월 규제개선TFT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한 뒤, 폐기하기 위해 각 기업의 회원

정보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면, 아예 주민등록번호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민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인증 

업체에 몰아주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미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관, 저장의 

기술적 비용적 부담이 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암호화를 비롯해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에 앞서 보호 대상 정보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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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치정보와 결합되면서 더 심각해진다면 

다음은 지난 5월 모바일 광고플랫폼인 Ad@m을 통해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

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중소 앱 

개발자나 업체에서 모바일 광고 개발/운영/영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인

터넷 생태계의 상생 모델로서 현재 1200여개 앱이 채택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d@m이 수집한 것은 모

바일 앱에서 광고가 노출된 장소의 좌표값 등 단순 위치정보로서 이 같은 정보로

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나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맥주소

(Mac Address)는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포털 사업자인 다음은 이미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된 위치정보와 결합시킬 수 있다는 오해였

습니다. 매칭 DB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회원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

음에도 불구, 본인확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위치정보라 하더라도 수천만 회원 정보를 보유한 

포털사라는 이유만으로 식별성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해석된다면, 차라리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Ⅵ. 위치정보 식별 가능성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제1호에서 “위치정보”

에 대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제2호에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

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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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호의 “개인의 위치정보”와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의 관계는 상당히 애매

하며 제2호에서 결합의 용이성 만으로 식별성을 판단하는 것도 과잉 해석을 낳습

니다. 또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로 오히려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흐름을 막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Ⅶ. 위치정보 규제의 모호함이 문제라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

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

다. 다음은 합법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위치정

보를 수집하며 Ad@m을 이용한 앱에서 위치정보 수집시 OS 기반에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OS 위치정보 동의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앱 

개발자들에게 위치정보 수집시 사용자 동의를 구하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해야 할 동의와 관련, 앱 실행시 OS에서 “동의”를 구한 뒤, 

추가로 다음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기술적으로도 서비스적으로도 맞지 않

습니다. 여기에다 위치정보 수집 주체를 각 앱 개발사로 해석할 경우, 1200여개 

Ad@m 이용 앱은 물론이거니와 대다수 국내 앱 개발사는 이용자 동의에도 불구, 

무허가 위치정보사업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스

스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경우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  등

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

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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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위치정보 이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Ⅷ. 결론

최근 SNS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가 어떻게 

수집, 활용되는지 범위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논

의가 더 필요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기업들에게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수

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해외에서는 식별되지 않는 단순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타겟 

마케팅이 활성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

호에 의존해 비식별성 데이터 마이닝 기술 개발이 뒤쳐진 측면도 있습니다. 식별

되지 않는 위치정보는 이용자의 편익을 늘려주는 서비스가 되거나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별되지 않을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과도

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도

하거나 모호한 규제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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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정의, 그리고 최근 
정보유출사건과 관련된 고려 사항

토론 : 이진규 NHN 개인정보보호팀장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Privacy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

인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1)’

에서는 대략 8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음에 등장하

는 ‘수집 제한의 법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제한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데이터는 법률에 부합하는 정당한 수단에 의

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첫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 즉 필요최소한의 개인정

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일정 사항을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가이드라인 전문은 다음 URL을 참조. 
http://www.oecd.org/document/18/0,3746,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en-USS_01DB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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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지에서 특히 주목이 필요한 것은 바로 후자일 것인데, 이는 일반 대중

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개인정보는 그 수집에 있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where appropriate)’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수집

과 관련한 일정 사항에 대해 고지한 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

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의미

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찌 보면 다소 ‘느슨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OECD의 원칙과는 달

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는 매우 단단한 느낌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명확한 고지와 동의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도 형사처벌(실형)을 포함하는 등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규정

만으로 정보보호가 달성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형 포털사의 회원 정보보호 유

출사건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원칙의 소개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차별한 수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활용을 옹호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칙

과 정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이 그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반성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부정확한 

정의와, 그로 인한 대중의 오해와 혼란을 걷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던지고자 위

와 같은 주장으로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들이 원칙을 

고수하고, 올바른 정의를 제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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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Ⅱ. ‘개인정보’와 관련한 논의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혼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의6.에서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

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특정 개인에게 1)1:1 또는 1:多로 매칭되는, 2)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써 3) 살아있는 자연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1:다’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정의

의 명확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아래에서 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정보항목인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

별모듈(USIM)의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지난 2011년 2월의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판결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2)에서, 재판부는 “E

사 등이 수집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 일

2) 연합뉴스, ‘USIM번호도 개인정보’ 앱 업체에 벌금형 (2011. 02. 23.) 다음URL을 참조.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2/23/0303000000AKR201102230826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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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번호는 특정 기계에 부여된 것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해당 휴대전

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 또 다른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3)을 추가적으로 설

명하였습니다.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정보 취득자가 결합 가능한 정보까지 모두 취득한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

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위 판결은 E사가 실제 이용자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

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MEI, USIM Serial No.가 인적사항과 

결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를 필요 이상

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대상을 확장하여 비용을 발생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잠재적으로 기반

이 취약한 신생기업 등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

니다. 많은 경우 스타트업은 사업외적인 요소로 여겨지기 쉬운 정보보안에 투자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주체(또는 이용자)에게는 자기정보통제권 

확보를 위한 전제로써의 통제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 설정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염려스럽습니다.

미국기술표준협회(NIST)에서 2010년에 발간한 문서인 ‘Guide to Prot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개인식별정보의 기 성 보

호에 대한 가이드)4)’에서는 “an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maintained by 

3) 한겨레, 법원 “휴대폰 유심번호도 개인정보” 다음 URL을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49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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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gency, including (1) any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distinguish or trace 

an individual’s identity, such as name, social security number, date and place of 

birth, mother’s maiden name, or biometric records; and (2) any other 

information that is linked or linkable to an individual, such as medical, 

educational, financial, and employment information.”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정의

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누구에게 보유 또는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문서에서 “The following list contains 

examples of information that may be considered PII.”라고 하여, 특정 정보항목

이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문맥적

(contextual) 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합하여’의 해석과 관련된 제언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

되어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은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확대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Resource의 투자로 인해, 이용자 입장

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정보항목들의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해서는 확립된 판례

가 존재하지 않으나, 기술적/비용적/사회적으로 보편 타당한 기준을 수립하는데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4) 해당 가이드 전문은 다음 URL을 참조. http://csrc.nist.gov/publications/nistpubs/800-122/sp800-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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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 가능한 기준으로는 1) 정보항목 결합의 

기술적 용이성, 2) 정보항목 결합에 투입되는 비용의 적정성, 3) 결합에 사용되는 

정보항목과 관리주체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항목 결합의 기술적 용이성은 실제 수집한 정보항목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예: 회원정보)와 결합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 내지는 

복잡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집한 정보가 암호화 처리되

어, 이를 복호화 하는데 필요한 키(key)값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

술적으로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회원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 기

술적 재원(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주체에 의한 결합 시도의 경우에도 결합이 용

이하다 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결합의 기술적 용이성은 결

합에 필요한 기술의 자체의 난이도(복잡성), 기술 확보의 용이성,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능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정보항목 결합에 투입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

만, 정보를 결합하는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여타 일반적 정보결합행위와 비교하

여 ‘명백하게’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항목 

결합에 투입되는 비용은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수집한 정보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결합에 사용되는 S/W, H/W 및 인력의 유지비

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합에 사용되는 정보항목과 관리주체의 관계는 실제 결합에 사용되는 정보항

목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로 이해됩니다. 위 E사 사건의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회원들의 신상정보는 회원들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관

리하고 있으며, E사 앱을 개발하여 배포한 주체들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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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통제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합에 사용되는 정보

항목과 관리주체의 관계에 있어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이동통신사라면 기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신상정보)와의 용이

한 결합을 고려하여,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카드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인정해야겠지만, 다른 사업자의 경우 위 정보를 개인정보

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Ⅲ. ‘위치정보’와 관련한 논의

위치정보의 정의에 대한 혼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1.에서는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

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

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의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

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개인정보의 정의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차

용되어온 ‘용이하게’라는 단어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위치정보라는 개

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하지 못한 채 법률을 제정한 사실일 것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KISA, 2010)에 따르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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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정의하는 주된 요소는 1.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특정한 시간, 3.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 등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1.에 해당하는 요소는 Mobility(이동성 내지 이동가능

성으로 이해)를 기준으로 물건 또는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정보는 Mobility를 보유한 주체(개인 또는 물건)에 

대한 특정 시간에서의 위치의 확인이나, 특정 시간 대역에서의 위치의 추적

(Tracking)을 염두를 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을 전제로 위치정보법의 문제

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배포한 ‘애플 및 구글 위치정보 사업 위반 행정처분 자료

(2011. 08. 03자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하면, “애플의 경우 아이폰 이

용자가 설정 등을 통해 위치서비스를 끔으로써 동의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폰 인근의 기지국 및 WiFi AP의 위치를 위치정보 캐쉬에 지속적으로 업데이

트하여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사용자)의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

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사용자의 휴대전화기기에 저장이 되는 정

보는 해당 휴대폰의 위치정보가 아닌 ‘인근의 기지국 및 WiFi AP의 위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기기가 삼각측량법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하는 Cell Tower나 WiFi AP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Mobility는 휴대기기 또는 이용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ell Tower나 WiFi AP

와 같이 Mobility가 없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법률을 위반한 사안으로 

해석한 것이라 이해되며,  과연 위치정보법이 의도하는 바에 충실한 해석인지 의

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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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치정보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 정의되는 바, 

이를 영문상의 of(목적), about(연관), relating(관계) 가운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으로 남게됩니다. 즉, 장소에 관한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 존재

한 사실을 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장소와 관련된 정보라면 연관이 있는 

정보는 모두 위치정보로 파악해야 할 것인지, 장소와 특정한 관련이 있는 정보만 

위치정보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지구라는 생태환경에 인류가 인위적으로 구획한 

위, 경도 좌표 외에 읍, 면, 동과 같은 행정구역단위까지도 유의미한 위치정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기술의 발달 또는 지형상의 특징에 기인한 Cell Tower와 모

바일 기기의 장거리 통신으로 도심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반경까지도 기기 사용

자의 유의미한 위치정보로써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이를

테면, 건물 등의 간섭이 부재한 탁 트인 평야공간에서는 서울의 지형과 비교하여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Cell Tower와도 교신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삼각

측량을 위해 이용자 휴대전화기기에 저장되는 Cell Tower의 위, 경도는 실제 이

용자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차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몇 km의 

오차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과, 도시라는 환경에서 몇 m단위로 이용자의 위

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동등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한 여타 의문점

위치정보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에서는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

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하

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정 내용이 기술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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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

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

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ㆍ방화벽 설치 등

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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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

는 듯 하나, 실제로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이 전부입니다. 즉, 구체적 내용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채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액션을 기대하기란 쉬

운 일이 아닙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KISA, 

2010)에서도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관리적, 기

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나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존재하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시행령 제20조2항

2호에서는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를 기술적 조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보보안에 종사하는 당사자라면 누구라도 알겠지만, ‘암호화’는 일반적으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아닙니다. 즉, 문구 자체에 모순이 존

재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는 이미 접근된 위치정보를 평문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는 아무

런 상관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내포된 문제 이외에도 다른 의문들도 매우 많이 남아있습니

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자발적으로 공개한 위치정보 - SNS에서 사진 등을 통해 친구, 지인, 

여타 회원 또는 인터넷 이용자 – 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인가 모든 위치정보는 무조건 암호화 하는 것이 법령에서 

의도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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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또는 방화벽 설치 등은 기술적 조치의 ‘예시’이지 열거조항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더불어 IP 주소에 매칭된 동 단위 정보는 Mobility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위치정보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동통신사들이 3G 네트워크의 속도와 음영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 제공하

는 WiFi AP에 접속하는 이용자에 대해 위치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를 

적극 구해야 하는 것인가?

Ⅳ.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고려사항 등

최근의 이용자 정보 유출 사건(네이트) 관련 고려사항

네이트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에서는 “제

한적 본인확인제는 사용자의 실명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하라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업계의 관행적인 측면이 

강하다.”5)라고 발언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기업의 잘못된 판단 내지는 관행으

로 설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는 ‘…(전략)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벙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저

장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 다음 URL을 참조.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909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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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의3.에서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

정보를 보관할 것을 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의무 및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확인의 방식이 유효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본

인 확인을 했는지, 누구의 본인확인을 한 것인지를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사업자

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상정보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1회 확인하여 

유효값만 보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이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조 

2.에서는 ‘본인확인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

련할 것.’이라 하여, 단순히 유효값(binary)만을 저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확

인과 관련하여 유출 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정보가 

바로 본인확인정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년의 

거래기록은 어떠한가요? 주민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관을 의무화 하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이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련 기관들은 서로 ‘주민번호

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에 주민번호를 보관할 수 있다고 

가이드가 된 것은 사업자가 거래정보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있다는 예시

일 뿐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만, 명확한 행정지도가 부재한 점이 다소 아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G

사(거래대행사)에 주민등록번호를 보존케하고, 포털사가 주민번호를 보관할 의무

는 없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PG사는 정부기관이

나, 그에 의해 인정받은 공인기관도 아닌 사기업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기업은 사

업의 존망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를 타사에 



108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맡기는 것만으로 면책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DB에서 Primary Key6)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Unique한 값을 생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i-PIN 2.0에서 제공하는 C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핀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고도화

된 연산처리 컴퓨팅 능력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Pool(6

천만 이하)은 너무나도 작은 수치입니다. 즉, CI를 생성,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CI를 해쉬 처리하는 방식으로 암호화 하여 사용한

다 할지라도, 알고리듬이 노출되는 경우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민등록번호제도와 같이 원래의 취지는 행정적 목적을 갖는 제도를 일상 생활

에도 널리 활용 가능하게 된 상황도 우리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목적의 사용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을 명확히 하고 

있는 미국의 SSN의 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SN도 주민등록

번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생성되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

여 특정인의 번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7) 그럼에도 SSN의 민간부문에서의 이용

6)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Relational Database Models)에서 특정 열을 일의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키 
필드. 동일 항목에서 다른 값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 Unique Key라 칭하기도 한다. 보다 자세한 내
용은 다음 URL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733 

7) 공개된 정보를 통해 SSN을 추론하는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는 Carnegie Mellon Univ.의 Alessandro 
Acquisti 교수의 연구 - 다음 URL을 참조. http://www.pnas.org/content/106/27/10975.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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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이를 사용하여 온라인 서비스 회원

을 가입하게 허용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외국과의 문화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다시 미국

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되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

다. 경제인구 1인당 평균 4.8장의 신용카들 보유8)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젠 그다

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어도, 심지어는 대학생이 

되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경

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증명이 있어야 신용도가 부여되고, 일정 신용도가 확인되

어야 높은 수준의 APR9)(Annual Percentage Rate, 높을수록 연체된 신용카드 사

용 비용에 대한 이율 높아짐)이 전제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미국사회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수행능력’을 인정

받는 동시에, 실질 경제인구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을 공인 받는 것과 다름 없

습니다.

미국과 같은 문화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 만으로

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민을 ‘등록’하고 이

를 누구나 간편한 숫자(주민등록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이 편리함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선택할 것인지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 서울신문, [불안한 대출공화국] ‘신용카드’ 1인 4.8장… 역대최다.(2011. 08. 19.) 다음 URL을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19003011 

9) APR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URL을 참조.http://www.ehow.com/facts_4894701_credit-card-apr-mean_.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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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으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자주 방문

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

나, 그에 대한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암호화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확대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에 대한 기술, 자금측

면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적인 에코

시스템에서 마이너스가 될 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법률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보호의 프레임워크를 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

면, 정보통신기술, 사업관행, 인프라 등에 Privacy by Design10)과 같은 대안을 제

시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향상시키고, 인식을 확대해 나

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Privacy by Design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URL을 참조. http://privacybydesig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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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토론문

토론 :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500만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비롯해 한

국엡손,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 사회에

서 국민 대부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적 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토론문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유출이 기존의 사생활 침해와 어떻게 다른가

를 중심으로 이번 토론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Ⅰ.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이나,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의 대량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모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라는 데서 기인한다.

디지털 정보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아무리 복제되고 재사용되어도 원본이 

손상되지 않으며 사실상 인터넷 공간과 누군가의 개인적 저장소에 영원히 존재한

다. 더욱이 아무리 수많은 개인들의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작은 저장공간에 담아

둘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어디로나 순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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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가 됐다는 것은 이것이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하

고, 영원히 사이버 공간에 살아남아 무한히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잇

단 유출사고는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었다. 

중국에서 한국 국민들 상당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음성적으로 건당 1원

도 안되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바이두 등 중국 포털의 게시판에서는 한국

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검색하면 많은 건수가 손쉽게 찾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협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다. 유출된 정보는 개인들의 피시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시점

에서 인터넷에 노출된 것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인 개인정보 2000만건을 100만

원 안팎에 사들여 이를 국내에서 재판매해서 수억원을 챙긴 사건이 인천경찰에 

적발되는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사고파

는 행위중 일부만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유사한 

거래가 더 대규모로 일어날 수 가능성도 높다.

다른 형태의 유출 사건, 사고는 발생 이후 회수나 해독제 투여를 통해 그 피해

를 줄일 수 있지만, 일단 유출된 개인정보는 관련자 처벌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

키는 것 말고는 피해를 복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인정보 관련한 규정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최소

화를 권하고 있다. 

구글의 회장의 에릭 슈미트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

보 자체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번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영원히 살아남아, 검색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없앨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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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인데, 한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인터넷실명제와 전자상거래 등의 다양한 웹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개인들이 입력한 상태이고 이번 유출 사고에서 보듯,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졌다.

Ⅱ. 정보의 프로파일링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갖는 또다른 문제는 해당정보에 수많은 사람

들이 접근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을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사례는 누군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면 순식간에 

‘신상털기’라는 게 인터넷에서 일어나, 한 개인에 대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파

일이 형성돼 공유되는 현상이다. 뉴스 인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감정적 공격 

등이 결합된 현상이지만, 이는 다중의 개인이 동시에 참여해서 정보를 만들어내

는 인터넷에서 흔한 ‘집단지성’의 부정적 측면이다. 소수의 개인으로서는 알 수 

없던 다양한 정보가 다중의 인터넷 사용자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 현상은 매우 파

편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마저 연결되어서 한 개인에 대해 자신은 물론 가

까운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정보를 만들어낸다. 

정보 프로파일링이라고 불리는 이 행위는 인터넷에서는 한번 올라온 정보가 사

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 검색되는 특성과 이를 다양한 정보와 추가적으로 결합시

켜 종합적 정보를 만들어내려는 사용자들의 의도로 인한 현상이다. 

특히 프로파일링은 개별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뛰어넘어 이뤄지기 때문에, 서비

스 설계자나 규제 당국자가 특정한 서비스나 현상을 두고 만든 보호대책이나 규

제가 실효성이 사라지게 만든다. 인터넷실명제나 전자상거래법을 예로 들 경우, 

입법 목적은 게시판 글 작성자나 전자상거래 행위자의 본인 확인이지만, 현실은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과 유출로 이어진 결과를 낳았다. 가입시 개인정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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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도 사업자들의 목적은 고객별 맞춤화 마케팅이지만, 결과

는 개인정보 유출과 프로파일링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빠르게 진화하고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정보기술의 속성은 개인

정보의 유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 등에서의 위치정

보 저장은 뒤늦게 이를 연구자들이 밝혀냄을 통해 알려진 경우로서, 설계자인 애

플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설계했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몰

라서 더 큰 문제가 된 사안이다.

특정한 정보나 기능이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해석될 수 있지만, 복잡

한 정보기술이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규제 당국이 

이를 미리 완벽하게 감지하고 역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미국 뉴욕에 근거를 둔 에픽미디어그룹이란 마케팅업체가 삭제해도 삭제

되지 않는 ‘슈퍼쿠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MSN과 동영상 사이트인 훌루에 심어

두고 사용한 게 뒤늦게 알려져 업체들이 이를 삭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쿠키 파일은 일반적인 쿠키 저장장소가 아닌 플래시를 작동시키는 어

도비의 시스템 파일 안에 숨겨져 있어서 찾기 어렵게 돼 있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이뤄진 정보기술 서비스에서 사용자나 서비스 업체도 모

르는 새 이뤄지고 있는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업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나 개인의 위치정보 등이 주대상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정교해지고 진화하는 기술의 속성상 피해 역시 갈수록 방대해지고 그 

복구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Ⅲ. 유출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 시도

스페인과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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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번 정보가 생성되어 유포되면 인터넷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현실에 대해, 법을 통해 삭제해서 망각의 권리를 도입하자는 시도다. 

<잊혀질 권리>를 쓴 영국 옥스퍼드 인터넷연구소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교

수에 따르면, 특정 정보의 코드에 만료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서 무한 유통되는 현상을 바꿔보자는 제안도 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시도이건, 만료일과 같은 기술적 장치를 통한 시도이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의 속성상 우회로를 막을 수 없는 게 주된 이유다. 인터

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엎질러진 물이다. 유출이 일어난 뒤에는 회수와 복구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보 수집을 최소

화하고 수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가능한 대책으로 보인다. 사용자들

에게 입력한 정보를 어떠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으며, 디지털 

정보는 기본적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시 신중할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사용자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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