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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를 시작하며

주지하다시피,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불가침은 오늘날 정보사회가 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실한 권리이다.1) 참여로서의 개인정보에 한 자기 결정과 통제의 권리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라는 은둔  권리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2) 논란은 있으나, 일반 으로 헌법 제17조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헌법

으로 인정된다 하며, 여기서 자기 정보에 한 자율  결정권이 도출된다고 보고 학자들은 

이를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3)

  * 이 은 지난 2월 27일 삼성 융연구소 주 으로 개최된 정보규제연구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 둔다.

 ** 성균 학교 법과 학 BK21 Post-Doc., 법학박사.

 1) 서울고법 1995. 8.24 선고 94구39262 결 [공 1998. 9. 1, (65), 2200] 참조.

 2)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449쪽 이하 참조.

 3) 헌법재 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구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지

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  지 ,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

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

시 개인의 내 한 역이나 私事의 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  생활에서 형성되

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상으로 한 조사‧수집‧보

‧처리‧이용 등의 행 는 모두 원칙 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헌재 2005.5.26. 2004헌마190, [ 례집 17-1], 668, 682～683; 2005. 7.21. 2003헌마

282‧425(병합), [ 례집 17-2] 81, 91～92.



이러한 용어의 연원은 일정한 범  내에서 자기 자신에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자유

로이 결정할 권한은 인간의 존 과 인격의 자유로운 개에 해당하여 법  보호를 필요로 하

는 것으로 악하여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1983년에 결정한 인구조사 결(BVerfGE 65, 1)

에서 인정한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에서 비롯된 것이다.4)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 까지 타인에게 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 정보주체로서 개인이 자율 으로 결정할 수 있는 ‘information privacy’와 

동일한 개념이라 하겠다. 결국 헌법이론 으로 미국과 독일에서 기본권의 하나로 라이버시 

 일반  인격권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헌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5) 

그런데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의 자유와 정보활용이라는 기업의 자유가 상충된 가치로

서 립하는 민간 역에서는 상호간 이익형량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외 으로 정보

활용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비로소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이 철된다 하겠다. 반면에 공공 역에 있어서 정보활용은 원칙 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정보자지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한 통제가 요구되어지며, 

다만 정당한 목 의 공익을 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법률유보원칙에 배되지 않거나 비례원

칙의 반이 없다면, 혹은 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을 때에만 외 으로 

헌법에 배되지 않는 기본권제한이 된다.6) 환원하자면, 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 여하에 따라  

원칙 으로 지되는 행 가 아닌 것에 한 제한원리가 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으로 

제한되는 행 에 하여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 외 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한 

구별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됨을 주목해야 한다.7)

 4) 원어에 충실하려는 취지에서 필자의 용례에 따라 本稿에서도 ‘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른다.

 5) 헌법 제10조를 거론되지만, 기본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배제되는 것은 없겠다.

 6) 拙著, 개인정보법제론, Jinhan M&B, 2007, 66～67쪽; 자정부에서 정보활용의 문제는 공공부문

이든 민간부문이든 당  제요건이 되는 것이나 그 논리  근간이 다른 까닭에 개인정보와 

련한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도 그 규제의 구별이 요청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즉, 공  

역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 으로 기본권의 제한을 가져오므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반면, 사  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 으로 허용되는 것

이지만 업의 자유 혹은 표 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계에서 이익형량 여하에 따라 

상호권익의 조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외  제한에 한 규제수 이 가늠될 수 있는 것이다.

 7) 민간부문의 경우 원칙 으로 複數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립되는 상이한 기본권의 용을 주장

하는 基本權衝突의 문제가 되므로 그 구체  사정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法益衡量을 할 것인지가 

건이 되며, 권리침해의 경우에 외 으로 정보자기결정권은 제3자  효력을 갖게 되어 직  

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와 함께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칙 논거 외 논거

공공부문 개인정보활용의 지 기본권침해 개인정보활용의 허용 기본권제한

민간부문 개인정보활용의 허용 기본권충돌 개인정보활용의 지 사인효력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시  화두가 완결될 수 있으려면 규범 ‧사실  

논리복합체로서 헌법이 지향하는 정보질서8)에 따라 균형 잡힌 정보가치 으로 정보환경9)을 

구축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상호 존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 은 

개인정보가 개인 ‧사회  가치뿐만 아니라 엄연히 경제  가치를 지니고 그 활용을 제로 

정보질서를 결정짓는 정보환경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주장함이 개인의 정보자기결

정권을 보호하지 않는 불법 이고 음성 인 정보시장의 수요를 변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합법 인 범  내에서 합리 인 정보유통도 함께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 인 정보질서의 정립에 하여 참여 으로 논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서의 행정정보공유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활용에 한 논리  필연

성은 헌법  토양 에 입법  한계와 기술  보완에 응하는 법제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하고 만일 그 지 못하면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요원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

서는 아니 된다. 본고(本稿) 역시 그 취지의 일환으로 집필된 것이다.

이러한 에서 정보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정보 역시 자유로운 유통  합리 인 이용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를 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

공･처리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취 에 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요하다고 볼 

것이다. 이 은 특히 공공기 의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련하여 공공기 에 한 행정통제를 

논의함으로써 종국 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이바지하려 한다. 이를 해 행법과 함께 

제정안을 법해석학  에서 검토하고 행정통제에 한 법이론  함의를 연계함으로써 그 

취 제한의 법리(法理)를 되짚어본다.

 8) 정보질서라는 개념은 반 이고 구체 으로 이미 확정된 의미가 아니라 마치 경제질서와 아주 

유사하게 사회 안에서 나름 로의 원칙과 기 을 제시하는 모형인 바(Wolfgang Zöllner, 

Informationsordnung und Rech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S.11.), 법 으로 구성되는 정

보질서는 실 인 사회구조를 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기본 인 지침

과 기 을 제공하여야 한다(Friedrich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StRL 5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8, S.213.). 그 헌법합치  

방향 설정에 한 의미 있는 분석으로 김일환, 헌법상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을 한 서설  고찰, 

헌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1, 219～222쪽; 拙稿, 개인정보에 한 법리의 재검토, 

인터넷법률 통권 제30호, 법무부, 2005, 42～44쪽 참조.

 9) 정보환경은 정보기술이 근간이 되어 정보사회를 형성하는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사회의 변모는 의사소통체계의 변 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술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 상으로서 고찰하지 않는다면, 정보환경이라는 용어는 기술

 변인이라는 제한  의미로만 쓰일 수밖에 없다. 환원하자면, 정보환경은 정보처리기술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정보환경의 개념과 그 상  변화에 하여는 拙稿,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규제 정책 방향, 건 한 u-사회구 을 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정보통신부‧정보통신

윤리 원회, 2006, 70쪽 이하 참조.



Ⅱ. 공공기 의 개인정보 취  일반론

1. 주요국가의 법률 황 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륙법계 국가임을 고려하여, 독일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사항을 공공부문을 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⑴ 독 일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라는 통합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도의 장(章)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하여 규율하고 있다.10) 기본법인 

BDSG에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Datenverarbeitung der öffentlichen Stellen)’에 

하여 포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장(Zweiter Abschnitt)에 ‘개인정보 처리의 법  근거

(Rechtsgrundlagen der Datenverarbeitung)’가 제1 (Erster Unterabschnitt)로 편재되어 

있다.

 법 제14조는 개인정보의 장‧변경  이용에 하여,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목 이 

발생한 경우에 개인정보취 자의 책임성이 존재하는 직무수행을 하여 개인정보의 장‧변

경  이용이 가능하며 그 수집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된 개인정보를 단지 수집목

에 부합하게 변경‧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다른 목 을 한 개인정보의 

장‧변경  이용은 ① 법률에 명시 인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로서 련인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③ 명백하게 련인의 이익이 존재하고 련인의 동의를 거 할 수 있는 이유

가 없을 경우, ④ 개인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련인의 진술을 확인하여야만 하는 경우, ⑤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는 련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명백하게 목 변

경보다 우월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개인정보취 자가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경우, ⑥ 공공복

리 는 공공의 안 에 한 해를 방지하기 하거나 공공복리의 유지를 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행  는 질서 반의 수사를 하거나 형법‧청소년보호법 는 벌 실행의 집

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⑧ 다른 사람의 권리에 한 한 침해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

한 경우, ⑨ 학문연구의 목 이 련인의 이익보다 하게 우월한 때에 그 실행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학문연구의 목 이 비례 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11)

10) 독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연방기본법인 BDSG 이외에도 주요한 개별법으로서, ‘정보통신

역무에 한 기본조건의 규율에 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제2편으로 편입된 바 있는 통신역무개인정보보호

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이 존재한다.  법의 상세와 그 용사례에 하여는 Vgl. 

Hans H. Wohlgemuth & Jürgen Gerloff, Datenschutzrecht: Eine Einführung mit praktischen 

Fällen, Neuwied: Hermann Lutherhand Verlag, 2005, 7ff.



한  법 제15조는 공공부문으로의 송에 하여, 제1항에서 송자 는 송받는 제3

자의 책임성과의 련에서 직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는 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이 허용되는  제조건이 사 에 존재하는 경우에 공공부문으로의 개인정보 송이 가

능함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송 허락에 한 책임이 송자에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의 송

이 송받는 제3자의 요구로 발생하는 때는 제3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송

받는 제3자는 개인정보의 송목 에 부합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 을 한 개인정보

의 이용은 단지 제14조 제2항 소정의 제조건이 존재하는 때에만 허용됨을 규정하고 있다.12)

11) BDSG §14 (Datenspeicherung, -veränderung und -nutzung) ①Das Speichern, Verändern oder 

Nutzen personenbezogener Daten ist zulässig, wenn es zur Erfüllung der in der Zuständigkeit 

der verantwortlichen Stelle liegenden Aufgaben erforderlich ist und es für die Zwecke erfolgt, 

für die die Daten erhoben worden sind. Ist keine Erhebung vorausgegangen, dürfen die Daten 

nur für die Zwecke geändert oder genutzt werden, für die sie gespeichert worden sind.

  ②Das Speichern, Verändern oder Nutzen für andere Zwecke ist nur zulässig, wenn

1. eine Rechtsvorschrift dies vorsieht oder zwingend voraussetzt,
2. der Betroffene eingewilligt hat,
3. offensichtlich ist, dass es im Interesse des Betroffenen liegt, und kein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ss er in Kenntnis des anderen Zwecks seine Einwilligung verweigern 
würde,

4. Angaben des Betroffenen überprüft werden müssen, weil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deren Unrichtigkeit bestehen,

5. die Daten allgemein zugänglich sind oder die verantwortliche Stelle sie veröffentlichen 
dürfte, es sei denn, dass das schutzwürdige Interesse des Betroffenen an dem Ausschluss 
der Zweckänderung offensichtlich überwiegt,

6. es zur Abwehr erheblicher Nachteile für das Gemeinwohl oder einer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zur Wahrung erheblicher Belange des Gemeinwohls 
erforderlich ist,

7. es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oder Ordnungswidrigkeiten, zur Vollstreckung oder zum 
Vollzug von Strafen oder Maßnahmen im Sinne des §11 Abs.1 Nr.8 des Strafgesetzbuchs 
oder von Erziehungsmaßregeln oder Zuchtmitteln im Sinne des Jugendgerichtsgesetzes 
oder zur Vollstreckung von Bußgeldentscheidungen erforderlich ist,

8. es zur Abwehr einer schwerwiegenden Beeinträchtigung der Rechte einer anderen Person 
erforderlich ist oder

9. es zur Durchführung wissenschaftlicher Forschung erforderlich ist, das wissenschaftliche 
Interesse an der Durchführung des Forschungsvorhabens das Interesse des Betroffenen 
an dem Ausschluss der Zweckänderung erheblich überwiegt und der Zweck der 
Forschung auf andere Weise nicht oder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erreicht 
werden kann.

12) BDSG §15 (Datenübermittlung an öffentliche Stellen) ①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an öffentliche Stellen ist zulässig, wenn

1. sie zur Erfüllung der in der Zuständigkeit der übermittelnden Stelle oder des Dritten,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liegenden Aufgaben erforderlich ist und

2. die Voraussetzungen vorliegen, die eine Nutzung nach §14 zulassen würden.
  ②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ie übermittelnde Stelle. 

Erfolgt die Übermittlung auf Ersuchen des Dritten,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trägt 



한편  법 제16조는 민간부문으로의 송에 하여, 제1항에서 송자 는 송받는 제3

자의 책임성과의 련에서 직무수행을 하여 필요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

이 허용되는  제조건이 사 에 존재하는 경우 는 송받는 제3자가 개인정보에 한 권

한 있는 이익을 얻게 됨을 신뢰성 있게 입증하고 련인은 송배제에 한 보호가치 있는 이

익이 없는 경우13)에 민간부문으로의 개인정보 송이 가능함을 규정하고,14) 제2항에서 송

허락에 한 책임이 송자에게 있음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개인정보를 송받는 제3자는 

단지 송목 에 맞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하고 송자는 이를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하

며 제1항에 따라 송이 허용되고 송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목 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15)

dieser die Verantwortung. In diesem Fall prüft die übermittelnde Stelle nur, ob das 

Übermittlungsersuchen im Rahmen der Aufgaben des Dritten,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liegt, es sei denn, dass besonderer Anlass zur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besteht. §10 Abs. 4 bleibt unberührt.

  ③Der Dritte,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darf diese für den Zweck verarbeiten oder 

nutzen, zu dessen Erfüllung sie ihm übermittelt werden. Eine Verarbeitung oder Nutzung für 

andere Zwecke ist nu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14 Abs. 2 zulässig.

13) 이 경우 송자는 련인에게 개인정보의 송을 통보하여야 하며, 련인이 다른 방법으로 송

을 알게 될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용하지 않는다; BDSG §16 ③In den Fällen 

der Übermittlung nach Abs. 1 Nr. 2 unterrichtet die übermittelnde Stelle den Betroffenen von 

der Übermittlung seiner Daten. Dies gilt nicht, wenn damit zu rechnen ist, dass er davon auf 

andere Weise Kenntnis erlangt, oder wenn die Unterrichtung die öffentliche Sicherheit 

gefährden oder sonst dem Wohle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Nachteile bereiten würde.

14) 다만, BDSG 제3조제9항 소정의 특별한 종류의 개인정보[Besondere Arten personenbezogener 

Daten; 인종 ‧민족  통, 정치  사상, 종교 ‧철학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건강 는 

성생활에 한 정보(Angaben über die rassische und ethnische Herkunft, politische 

Meinungen, religiöse oder philosophische Überzeugungen, Gewerkschaftszugehörigkeit, 

Gesundheit oder Sexualleben)] 송은 단지 BDSG 제14조 소정의 제조건이 충족되거나 법  

청구의 유효주장, 실행‧방어를 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15) BDSG §16 (Datenübermittlung an nicht-öffentliche Stellen) ①Die Übermittlung personen- 

bezogener Daten an nicht-öffentliche Stellen ist zulässig, wenn

1. sie zur Erfüllung der in der Zuständigkeit der übermittelnden Stelle liegenden Aufgaben 
erforderlich ist und die Voraussetzungen vorliegen, die eine Nutzung nach §14 zulassen 
würden, oder

2. der Dritte,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Kenntnis 
der zu übermittelnden Daten glaubhaft darlegt und der Betroffene kein schutzwürdiges 
Interesse an dem Ausschluss der Übermittlung hat.

  ②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ie übermittelnde Stelle.

  ④Der Dritte,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darf diese nur für den Zweck verarbeiten 

oder nutzen, zu dessen Erfüllung sie ihm übermittelt werden. Die übermittelnde Stelle hat ihn 

darauf hinzuweisen. Eine Verarbeitung oder Nutzung für andere Zwecke ist zulässig, wenn 

eine Übermittlung nach Abs. 1 zulässig wäre und die übermittelnde Stelle zugestimmt hat.



⑵ 일 본

일본은 1970년 부터 세계 인 흐름에 맞추기 해 개인정보보호를 한 법체계를 도입하

기 한 논의를 진행시켜왔고,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에 응하기 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여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 련 5개 법률을 제·개정하 다.16) 여기

에는 우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으로 용되는 기본법의 지 와 민간부문의 일반법의 

지 를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이 있고, 공공부문에는 행정

기 개인정보보호법(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이 존재한다.17) 일본

의 행정기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기 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취 (行政機関における個人情

報の取扱い)’을 규율하고 있는 제2장에서 행정기 의 개인정보 취 에 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행정기 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목  이외의 

목 으로 행정기  보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행정기 장은 ①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기 이 법령이 정한 

소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이용하는 때에 해당 개인정보의 이

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다른 행정기 ‧공공기 에 보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때에

는 개인정보의 제공받는 자가 법령이 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공에 계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그밖에 오직 통계의 

작성 는 학술연구의 목 을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때에 본인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것이 명백히 본인의 이익이 되거나 개인정보의 제공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 목  이외의 목 을 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

16) 이들 개인정보보호 련 5개 법률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

律)’, ‘행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

關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

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情報公開·個人情報保

護審査 設置法)’, ‘행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계법

률의 정비 등에 한 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する法律等の施行に伴う關係法

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 등이 그것이다. 다만,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의 경우 규율내용은 ‘행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

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민생활과 사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상의 이유로 꼭 실 되어야 할 필요

가 있는 업무 는 사업과 련하여 국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

도 민간에게 맡기게 되면 꼭 시행된다고 보장하기 어렵거나 다수기업의 경쟁체제에 맡기기보다 

하나의 조직에서 독 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 인 경우 국 기업과 달리 독립된 법인격

을 갖고 탄력 으로 운 되는’ 독립행정법인을 수범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다를 뿐이다. 

독립행정법인의 정의에 하여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独立行政法人通則法) 제2조제1호 참조.

17) 이 법은 행정의 정하고 원활한 운 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을 목 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일반법이다. 그 주요골자와 향후과제에 한 詳細는 田島泰彦‧三  弘 編, 解說 & 

批判 個人情報保護法, 明石書店, 2003, 147～176面 參照.



록 규정하면서,18) 제3항에서 항의 규정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한 다른 법령의 용을 방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에서 이용목  이외로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

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취지에 충실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19)

한  법 제9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한 조치요구에 하여 “행정기 장은 제8

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  는 방법에 필요한 제한을 붙

이거나 그 출의 방지  그밖에 개인정보의 한 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

2. 우리나라의 법제상황 비교

독일에서는 1970년 Hessen 주(州)가 세계 최 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하 고 1977년에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을 발효하게 되었으며, 1983년 연방헌법재 소의 인구조사 결을 

계기로 하여 1990년 BDSG가 개정되기에 이르 다. 그 가운데 ① 공 ‧사  역에서 개인

18)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목  이외의 목 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본인 는 제3자의 권

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 범 에 해당되지 않는다.

19) 行政機關個人情報保護法 第八条 (利用及び提供の制限) ① 行政機関の長は、法令に基づく場合

を除き、利用目的以外の目的のために保有個人情報を自ら利用し、又は提供してはならない.

  ②前 の規定にかかわらず、行政機関の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

利用目的以外の目的のために保有個人情報を自ら利用し、又は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

し、保有個人情報を利用目的以外の目的のために自ら利用し、又は提供することによって、本

人又は第三 の権利利益を不当に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1. 本人の同意があるとき、又は本人に提供するとき.

        2. 行政機関が法令の定める所掌事務の遂行に必要な限度で保有個人情報を内部で利用する

場合であって、当該保有個人情報を利用することについて相当な理由のあるとき.

        3. 他の行政機関、独立行政法人等、地方公共団体又は地方独立行政法人に保有個人情報を

提供する場合において、保有個人情報の提供を受ける が、法令の定める事務又は業務

の遂行に必要な限度で提供に係る個人情報を利用し、かつ、当該個人情報を利用するこ

とについて相当な理由のあるとき.

        4. 前三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 ら統計の作成又は学術研究の目的のために保有個人情報

を提供するとき、本人以外の に提供することが明らかに本人の利益になるとき、その

他保有個人情報を提供することについて特別の理由のあるとき.

  ③前 の規定は、保有個人情報の利用又は提供を制限する他の法令の規定の適用を妨げるもので

はない.

20) 行政機關個人情報保護法 第九条 (保有個人情報の提供を受ける に対する措置要求) 行政機関の

長は、前条第二 第三号又は第四号の規定に基づき、保有個人情報を提供する場合において、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保有個人情報の提供を受ける に対し、提供に係る個人情報につ

いて、その利用の目的若しくは方法の制限その他必要な制限を付し、又はその漏えいの防止そ

の他の個人情報の適切な管理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求めるものとする.



정보를 보호하고, ②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진하며, ③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한 개

별 국가의 사생활보호법률에 의한 억제를 제한하면서, ④ 여러 국가의 련법규를 조화시킴을 

주목 으로 하여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제  기 으로,21) 1980년 9월 23일 경제 력

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이사회가 채택한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에 향을 받아 일본에서는 

1988년 ‘행정기 이 보유하는 자계산기처리에 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行政

機關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處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이 제정되었으며, 지난 

2003년 5월 23일 법률 제57호로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個人情報の保

護に關する法律)’이 제정되면서 이 법은 ‘행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하튼 독일의 

BDSG 제정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하여 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참조하여서 

제정한 것이 일본의 ‘행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이고 우리의 경우 양자(兩 )를 참고하여 ｢공공기 의 개인정

보보호에 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된 개인정보법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련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행정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의 개인정보 

련 업무수행이 하게 형성되어지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 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법은 

최근까지 단 한 차례 개정되었을 뿐 정보환경의 변화라는 입법  수요를 충실히 반 하지 못

하고 지난 1999년 1월 29일 일부 개정된 내용이 그 로 약 9년간 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공공기 이 범죄 방‧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 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 비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22)의 설치  화상정보보호 등에 한 법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등 국

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 성 확보에 한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보유기   취 자의 안 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공공기 에 의한 개

인정보의 취 에 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공기 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

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5월 17일 법률 제8448호로 일부 개정된 법률이 공포되었다. 개

정  개인정보법은 제10조에서 ‘처리정보의 이용  제공의 제한’에 하여 ① 개인정보의 기

내 이용과 타기  제공은 법률에 의하며 공공기 이 보유‧ 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② 처리정보의 이용

과 제공은 정보주체 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 에 한정됨, 

21) Raymond Wacks, Personal Information, Gloucestershire: Clarendon Press, 1989, p.205.

22) 개인정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2. “폐쇄회로 텔 비 ”이라 함은 정지 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  상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리책임은 보유기 에 있으며 타기 에 한 개인정보 제공시 

이용목 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제한하고 안 성 확보를 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23)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24)

①보유기 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 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 외

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

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는 제3자

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 정의 이행을 하여 외국정부 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 을 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는 그 법정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

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 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

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하여 사용목 ·사용방법 기

타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 성확보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 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 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 은 제공기 의 동의 없이 당

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 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3) 행정정보화계획 실,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부, 2003, 38～42쪽.

24) 여기서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일(컴퓨터 등 정보의 처리 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 ·자기디스크 등 

자 인 매체에 기록된 것)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법은 모든 개

인정보가 아니라 공공기 의 컴퓨터 등 정보의 처리 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그 취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 으로 한다(법 제1조 참조).



오는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개인정보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보유기 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  내부 는 보유기  외의 자에 하

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 의 장은 보유목 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로 그 이용 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보유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5)

  3. 조약 기타 국제 정의 이행을 하여 외국정부 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 을 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는 그 법정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④보유기 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

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하여 사용

목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 성확보

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

령자는 처리정보의 안 성 확보를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보유기 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 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

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보유기 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에 따라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는 제공의 법  근거·목   범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 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5) 개정된 개인정보법은 제20조제1항을 “공공기 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

호에 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공기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를 둔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컴퓨터 등’이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 비  등 정보의 처리 

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참조).



우선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  내부 는 보유기 외의 자에 하여 이용하

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

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26) 목 구속성의 원칙을 견지

하면서도 기존 외부제공뿐만 아니라 개별법  근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염두에 두어 

자정부환경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제2항을 신설하여 “보유기

의 장은 보유목 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 로 그 이용 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비록  조항이 선언 ‧

훈시  규정이지만 비례원칙27)을 천명하여 제1항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 제3항에서

는 개인정보 일의 보유목 외 취 이 가능한 사유로서 제2호를, 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

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서 ‘처리정보를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  개인정보보호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개정하 는 바, 재 논의되고 있는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설립 이 임을 고려할 때는28) 보유목  외 취 에 한 의결이 선행되도록 함으로써 

소 업무수행필요성에서 한 단이 정보수령자의 자의 인 재량에 흐르지 않도록 어느 정

도 차  통제를 가미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제4항에서 정보수령자에 하여 처리정

보의 안 성 확보조치 의무가 부여된 규제  구조를 취하고 있음은 한 입법  응으로 

여겨진다.29) 물론 제6항에서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는 제공의 법  근거‧목   범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보 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규범명확성의 원

칙30)을 철하려는 의도로 이해되어진다. 이와 같은 규율태도는 독일과 일본의 법률내용을 

반 하면서도 독자 인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측면이 가미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26) 지난 2006년 11월 14일 정부가 제안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재 계류

이다.

27)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처리정보의 취 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이 수되어야 할 것이다.

28) 개인정보보호기구에 한 논의에 하여는 拙著, 같은 책(註 6), 160～217쪽 참조.

29) 여기서 정보수령자가 공공기 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한 정책  고려와 제도  보완이 요청된

다고 본다. 물론 제5항에서 “보유기 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 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

인정보를 탁받아 처리하는 기 의 종사자가 아닌 득자(轉得 )로서 제3자인 정보수령자가 

공무원이 아닌 때에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에서 이러한 규제구조에서 한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하여는 보다 활발한 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30) Vgl. Philip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Überlegungen zu seiner Bedeutung für da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übingen: J.C.B.Mohr, 1986, S.200ff. 



Ⅲ.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련 개별론

1. 보호객체의 별과 행법

민간기 의 개인정보취 에 한 법  문제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해당정보 보유자가 자신

의 업목 을 수행하기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와 소비자신용정보기 과 같

이 제3자나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로 나 어 생각

할 수 있다. 양자(兩 )의 경우는 정보처리의 본래 목 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그 

수집  이용에 있어서 법  규제를 달리하게 된다.31) 

자(前 )인 자기목 을 한 처리의 경우란 은행이 출 등 신용제공의 여부를 결정하기 

한 단자료로서 고객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것을 로 들 수 있으며, 정보처리 

자체는 부수 인 업무가 되는 데 그친다. 이 경우 정보의 처리  이용에 하여는 당사자간, 

즉 정보주체와 정보보류자간의 계약 계의 설정목  범  내에서 정보주체의 보호받는 이익

의 침해가 없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용된다. 반면, 후자(後 )인 제3자를 한 정보

처리는 문 인 신용정보기 이 정보의 수집‧제공을 주업무로 다루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정보주체‧정보보유자‧정보수령인이라고 하는 3당사자 사이의 각각 상호  법률 계가 별도

의 규율을 요하게 된다. 이 경우 정보의 수집‧처리는 정보주체의 보호받는 법익의 침해가 없

는 한도 내에서 제한되며, 그 정보의 이용 는 제3자에 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정보수요

자인 정보수령인에게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 그 표

인 경우로서 개인정보를 유형화하게 되면 자기목 을 한 융정보(金融情報)와 제3자를 

한 신용정보(信用情報)로 분류된다.

융정보에 하여는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이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 융기 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탁자 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

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융거래의 내용에 한 정보 는 자료(이하 ‘거래정

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구든지 융기 에 종사

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

서조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각

호로서 ① 법원의 제출명령 는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 조세에 

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 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

의 확인, 조세탈루의 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

31) 吉野正三郞, 西ドイシにおける個人信用情報保護の一斷面, 個人信用情報の法的保護, 商事法務硏

究 , 1986, 139面 以下; 박용상, 정보법제의 체계와 내용, 법조 통권 제501호, 법조 회, 1998, 3

8～39쪽에서 재인용.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③ ｢국정감사  조사에 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

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 원회의 의결에 의한 융감독원장  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

보 등의 제공, ④ 재정경제부장 , 융감독 원회, 융감독원장  보험공사사장이 

융기 에 한 감독‧검사를 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⑤ 동일한 융기 의 

내부 는 융기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⑥ 융감독 원회  융

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융감독기 과 융기   융기 의 해

외지 ‧ 지법인 등의 사항에 한 감독‧검사 등에 한 업무 조를 하여 필요로 하는 거

래정보 등의 제공, ⑦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이상거래에 한 심리 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

우 등에 필요로 하는 증권회사  선물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⑧ 기타 법률에 의

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 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 등

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법 제4조는 제3항에서 “ 융기 에 종사하는 자는 제1

항 는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5항에서는 “제1항 는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제공 는 설된 거래

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는 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다. 한  법 

제6조 제1항은 이들 규정을 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하

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에 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있는 바, 이 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신용정보라 함은 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방에 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단을 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신용조회업무‧신용조사업무‧채권추

심업무‧신용평가업무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부 는 일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

는 신용정보업과 련하여 제4호  제5호로 ‘신용정보업을 할 목 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감독 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인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를 집 하여 리‧활

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인 신용정보집 기 에 하여 규정

하고 있다. 한 이 법은 제5장에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특히 제22조에서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3조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한 동의, 제24조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 제13조는 “신용

정보업자, 신용정보집 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 등’이라 한다)는 신

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이 법 는 정 에서 정한 업무범  안에서 수집‧조사의 목

을 명확히 하고 그 목 의 달성에 필요한 범  안에서 합리 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는 수집·조사의 제한과 련하여 제1항에서 신용정

보업자 등은 ① 국가의 안보  기 에 한 정보, ② 기업의 업비  는 독창 인 연구개



발정보, ③ 개인의 정치  사상, 종교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 한 사생활에 한 정보,32) 

④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지된 정보, ⑥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정보33)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제한

⑴ 개인신용정보의 개념과 그 제공 

신용정보업을 건 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이용과 체계  리를 기하며 신용정

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  등을 히 보호함으로써 건 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제정된 신용정보법은 제2조제1호에서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구체 인 내용은 통령령에 임하고 있다. 즉,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신용정보를 ① 개

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는 여권번호)·성별·국   직

업등과 기업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   업소의 소재지·설립연

월일·목   임원에 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34) ② 출·보

증·담보제공·가계당좌  는 당좌 ·신용카드·할부 융·시설 여 등의 융거래 등 상

거래와 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정보, ③ 융거래 등 상거래와 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 지  는 허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④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단을 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 등과 기업  법인의 연 ·주식 는 지분보유 황 

등 회사의 개황, 매내역·수주실 ·경 상의 주요계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단할 수 있는 정보, ⑤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

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신용거래능력을 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 ·결정정보, 조세 

32) 그러나 개인의 정치  사상, 종교  신념이라는 민감정보가 신용정보와 무 한 사생활에 한 

정보의 시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는 원천 으로 사생활에 한 정보이며, 따라서 ‘차별  

목 으로 해당정보를 취 하여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취지라 

한다면 컨  ‘그 밖에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는 표 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본다.

33) 하지만  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공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조제1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정

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제2호 내지 제5

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명시하여 행정입법으로 재 임하

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한 어떠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문제를 지닌다 할 것이다.

34) 그런데 이와 같은 식별정보에 하여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

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있는 바, 이에 하여는 後述토록 한다.



는 공공요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법인등록에 한 정보  기타 공공기 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35) ⑥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36) 등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이와 같은 신용정보 

가운데 개인에 한 것이면 개인신용정보로서, 일반 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  규율의 

상이 되는 정보이면서 기능  특질이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과 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23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한 동의’에 하여 제1항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는 공인 자서명(｢ 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 자서명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문서(｢ 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호로서 ①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거래의 내용에 한 정보 는 자료, ② 개인의 질병에 한 

정보, ③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는 여권번호)·성

별·국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④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은 제12조제2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의 정보 에서 개인에 

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⑤ 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  는 당

좌 ·신용카드·할부 융·시설 여 등의 융거래 등 상거래와 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

래내용을 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⑥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

어서 신용도 등의 단을 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 등과 기업 

 법인의 연 ·주식 는 지분보유 황 등 회사의 개황, 매내역·수주실 ·경 상의 주요계

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단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개인에 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5)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③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원의 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 , 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

재하는 결정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에 련된 결정에 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는 세의 체납 련정보

     3. 벌 ·과태료  공공요  등의 체납 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 등에 한 정보  법인등록 련정보로

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는 지분변동 등에 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한 정보 에서 융

거래등 상거래와 련된 정보

36) 이에 한 입법  불비에 하여는 註33에서 다룬 바와 같다.



신용정보법제의 이 같은 규율태도로 인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신용정보에는 

‘개인의 질병에 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는 신용정보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개인

신용정보에는 포섭되며, ‘ 융거래 등 상거래와 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 지  는 허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단할 수 있는 정

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와 ‘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을 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 ·결정정보, 조세 는 공공요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법인등록에 한 정보  기타 공공기 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는 역으로 용정보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신용정보에는 포함되지만 신용

정보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는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입법취지에 따라 논리해석을 한다면 개인신용정보라고 하는 

것이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방에 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단

을 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이면 보호객체로서 정보자기결정권이 투 되어야 할 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의 질병에 한 정보’를 제공함

에 있어 일정방식에 따른 동의를 획득토록 하고 있으며, ‘ 융거래 등 상거래와 련하여 발생

한 연체·부도· 지  는 허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  등 신용정보주체

의 신용도를 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와 ‘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신용거래능력을 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 ·결정정

보, 조세 는 공공요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법인등록에 한 정보  기타 공공기

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에 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획득을 제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취 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한 것을 

입법에 반 할 것으로 볼 것이다. 환원하자면, 개인의 신용에 한 정보를 취 함에 있어서는 

해당정보취 자의 보호의무가 신용정보법의 입법목 에 부합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하여 규율 상을 동의획득을 제로 한 것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을 구분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신용정보법의 보호객체로서의 개인신용정보가 선험 으로 두 가지의 

유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37) 결국 행법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는 ‘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방에 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단을 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 이해하면 족하다 하겠다.

37) 법원 역시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

는 ‘ 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방에 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단을 

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 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한다.”고 시하고 있다(2006. 6.15. 선고 2004도1639 결, [공255, 1380]). 

그러나 이 결에서는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는 여

권번호)·성별·국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른바 ‘식별정보’

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은 제14조제1항에서 공공기 에 한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 기

의 신용정보 열람‧제공 요청에 하여 “신용정보업자 는 신용정보집 기 은 국가·지방자

치단체 는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 ’이라 한다)에 하여 당해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8) 그런데 술한 바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에는 개인의 

질병에 한 정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39)도 포함되므로 신용정보법 제23조제1항과 

무 하게 이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 이 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열람‧제공될 

수 있는 포 인 법  근거로 작용한다. 그 다면 해당법령의 규율이 공공기 의 개인정보  

제공에 부여하고 있는 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에 한 보장이 갖는 

충실성을 탐지할 수 있는 법제구조라 할 것이다.

38)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7조 (공공단체의 범 ) 법 제14조제1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으로서 융감독 원회가 지

정하는 기

     2.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기  는 경비를 투자·출연 는 보조하는 기 으로서 

융감독 원회가 지정하는 기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융감독 원회가 지정하는 기

     4. ｢어음법｣ 제83조  ｢수표법｣ 제69조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 자어음의 발행  

유통에 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어음 리기

     5. ｢ · 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학교

39)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식별정보에 하여는 “제2호 내지 제6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는 여권번호)·성별·국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

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제23조는 

개인신용정보의 범 에 ‘개인식별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하여는 제2항에서 개인

식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획득방식을 완화한 

것만 있을 뿐 다른 규율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생존

하는 자연인에 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국내외 으로 일반 이기 때문에, 개인식별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로 해야 할 논리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법 

제2조제2호 역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

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식별정보의 결합 여부가 아니라 개인식별가능성 여부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는 은 이를 뒷받침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개인식별정보가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한 때에만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 에의 

신용정보 제공 요청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해당정

보는 개인식별정보 자체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다.



⑵ 개인신용정보로서 개인질병정보

우선 ‘개인의 질병에 한 정보’의 성격에 하여 본다. 의사가 환자에 한 의료행 를 하

면서 수집된 자료와 이를 기 로 하여 연구‧분석된 정보를 포 하는,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

행   치료경과에 따른 면 한 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체 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총칭하여 의료정보라 한다.40) 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역시 제6호에서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보건의료와 련한 지식 는 부호‧수자‧문자‧음성‧음향  상 등으로 표 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건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  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그런데 임상정보‧질병정보‧유 체정보 등을 포 하는 의료정보의 경우 인간의 

생물학  정보를 지닌다는 측면에서는 생체정보와 동일하지만 “의료인은 이 법 는 다른 법

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

을 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의 입법취지는 질병치유 

는 학술  목 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료정보 자체에 한 의견교환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개인에 한 라이버시 차원에서 비 설

지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순 히 헌법 제17조에 한 사항이다.41) 반면에 “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무기록에 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출‧변조 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의2 제3항의 경우 자  자료로서 의료정보의 활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법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더욱이 이는 민감한 개인

40) 의료정보란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단하기 하여 는 의료제공을 행하기 하여 진료 등을 

통해서 얻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한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다시 ① 환자의 기본정보, 

② 건강보험과 복지정보, ③ 진료 리용 정보, ④ 생활배경정보, ⑤ 의학  배경정보, ⑥ 진료기

록정보, ⑦ 지시실시기록정보, ⑧ 진료정보교환정보, ⑨ 진료설명과 동의정보, ⑩ 요약정보, ⑪ 

사망기록정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견해도 있고, ‘개인의 과거‧ 재‧미래의 육체 ‧정신

 건강,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사실  의료서비스에 한 가를 지 사실 그리고 인구통계학

 사실 등을 담고 있는 정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성명, 주소, 나

이, 양친의 이름, 출생지, 출생연원일, 결혼상황, 종교, 병역사항, 주민등록번호, 가입보험회사명, 

병력, 주요증상, 진단결과, 사회력, 가족력, 과거의 치료방법, 신체각부 의 상황, 약물요법, 음주

량, 흡연량 등이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김민호, 의료정보의 황과 입법과제, 성균 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 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110쪽.

41) 우리 법원 역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

에 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법원 

1997.11.14. 선고 97도2156 결),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

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련 의료종사자에

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  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 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 의 정성을 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라고 시하고 있다(同旨; 법원 1998. 1.23. 선고 97도2124 결).



정보로서 라이버시와의 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  차별 가능성과 연계

하여 그 요성을 고려해야 한다.42) 따라서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로 인식되는 만큼 그 활용

의 목 은 제한되어야 하며, 그 제한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제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교법 으로도 국의 경우 1998년에 제정

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한 명시  동의를 획득 

그밖에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단순히 동의획득만을 요구하고 있으며,43) 

정보주체의 민족‧인종  출신 사항, 정치  견해, 종교  신앙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정신 ‧육체  건강상태, 성생활, 법률 반사실 는 추정된 반사실, 

법률 반이나 추정된 반에 한 소송 여부  해당 소송의 재 결과로서의 결 등에 한 

정보를 구성하는 개인정보를 민감한 것으로 보아44) 정보주체로부터 명시  동의를 얻도록 규

정하고 있다.

42) 개정된 개인정보법은 제4조제1항에서 “공공기 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 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개정  제4조와 동일함),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

률에 수집 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3) Data Protection Act of 1998

    Schedule 1.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Part I. The Principles 1. Personal data shall be 

processed fairly and lawfully and, in particular, shall not be processed 

                unless (a) at least one of the conditions in Schedule 2 is met, and

                       (b) in the case of sensitive personal data,

                at least one of the conditions in Schedule 3 is also met.

    Schedule 2. Conditions relevant for Purposes of the First Principle: Processing of any Personal 

Data 1.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consent to the processing.

    Schedule 3. Conditions relevant for Purposes of the First Principle: Processing of sensitive 

Personal Data 1.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explicit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the personal data.

44) Data Protection Act of 1998 §2. In this Act ‘sensitive personal data’ means per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as to

    (a) the racial or ethnic origin of the data subject,

    (b) his political opinions,

    (c) his religious beliefs or other beliefs of a similar nature,

    (d) whether he is a member of a trade un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e) his physical or mental health or condition,

    (f) his sexual life,

    (g) the commission or alleged commission by him of any offence, or

    (h) any proceedings for any offence committed or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by him, 

the disposal of such proceedings or the sentence of any court in such proceedings.



한편,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고한 ｢건강정보보호  리‧운 에 

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  건강에 한 활동을 기록한 건강기록을 

원칙 으로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 자체에서 다음

과 같이 법률의 규정으로 제공목 의 범  내에서 발췌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조(건강기록의 제공‧수집에 한 보호조치) ⓛ생성기 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

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공목 의 범  내에서 해당부

분을 발췌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여비용 심사‧지   

사후 리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2. ｢의료 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 여비

용심사기 에 제공하는 경우

3. ｢ 염병 방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병 환자  

방 종 후 이상반응자 등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4. ｢ 액 리법｣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격 액을 발견하

거나 특정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5. ｢후천성면역결핍증 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자를 보고 는 신고하여

야 하는 경우

6. ｢모자보건법｣ 제8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

한 경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는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여 이를 

보고 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7. ｢결핵 방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 방 종  결핵환자 등

에 한 사항을 보고 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8. 수사기 이 법원에서 장을 발부받아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취 기 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목 의 범  내에

서 건강기록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외부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하여 가공‧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

, 수집의 범 , 가공‧이용 차, 보유기간  기 등에 한 사항을 본인  당해 

생성기 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제공받거나 수

집‧가공‧이용한 자는 당해 건강기록의 보호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목 으로의 이용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당해 건강기

록을 지체 없이 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기록을 기한 자는 그 기사실을 본인  생성

기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항목, 동의 차, 보호조치, 기  통지 등에 

한 세부 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생성기 이라 함은 보건의료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료기 , 약국, 보건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보건복지부장 이 

지정한 기 을 말하므로,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건강기록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

당 목 범  내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취 기 (질병 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보호진흥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 이 지정한 기 )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개인질병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에 하여 당해 개인으로

부터 서면 는 공인 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한 신용정보법 제23조제1항과 원칙 인 

사항은 같이 하면서도 해당정보의 활용취지에 부합하도록 법  근거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근거를 명시하기

만 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그 제공이 가능하다는 외 인 사유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소 직무와의 련에서 확보하게 되는 형국을 취하게 된다. 더욱이 건강기록이라는 포

 개념에서 민감한 정보인 개인질병정보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개별화하지 않고는 다른 식

별정보와 연계하여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이 

단순히 제한되는 데 그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신용정보법이 제24조 제1항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융거래 등 

상거래 계의 설정  유지여부 등의 단목 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음에

도, 그 단서에서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 기  상호간에 집 리·활용하기 하여 제

공·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질병정보

의 목  외 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엿보이고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

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은 그 취 에 한 동

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될 수 있는 활용목 의 범  내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승인함

에까지 이어져서 종국 으로 열람‧정정‧처리 지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 기  상호간의 개인신용정보 활용은 오히려 개인정보보

호를 한 규제45)의 실행범주에서 사각지 를 형성하고 있다고 단된다. 이와 같은 에서 

물론 재  법은 신용정보 산시스템의 안 보호, 개인신용정보에 한 열람‧정정 청구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계

45) 규제에 한 보편 인 정의는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OECD나  EU와 같은 범정부기

구 등에서 일반 인 수 으로 언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통상 으로 규제란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한 정부의 정책수단이나 간섭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상과 연

결되어 말할 때에는 일반 으로 민간부문에 한 정부부분의 규제라는 의미로 악하고 이를 

정부규제라 부른다. 이러한 논의가 행정법분야에서도 여 히 유용한 것이지만, 정부규제란 용어

를 사용하기보다는 행정주체로부터의 는 행정상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행정규제라고 표 하는 

것이 보편 이다. 그리고 행정규제는 행정작용이 미치는 장에서 볼 때 특히 경제분야로서 사

 역으로 향하는 외연  속성을 지니며, 그 때문에 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향

유하는 권리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에서 법  근거를 요구하게 된다.



가 종료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거나4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

보를 융거래 등 상거래 계의 설정  유지여부 등의 단목  외의 목 으로 제공‧이용하

기 하여 개인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 목 별로 구분하여 일정기간마다 정기 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토록 하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

공·이용자에 하여 언제든지 해당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47) 방안에 하여 고민하는 

것은 그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지 까지의 논의는 신용정보업자 등의 개인질병정보의 제공과 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에 

한 문제이므로 원칙 으로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 취 과는 무 하다. 그 지만 개인질병

정보라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로서의 기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민감한 건강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보호가치가 높다는 에서 이에 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다면 신용정보업자 는 신용정보집 기 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하여 당해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가운데 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법 제14조제1항에 하여 통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은 개인질병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

해야할 계법령의 규율태도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은 “신용정보

업자 등이 개인의 질병에 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

며 통령령이 정하는 목 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48) 

계법령에서는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그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

라, 개인질병정보의 제공 목 에 따른 동의획득을 제로 하여 취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볼 때, 개인정보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 의 개인질병정보 제공이 해당보유기 의 

개인정보 보유목  범  내외 여부보다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처리정보

를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상정할 때 공공기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가 개인질병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정당하게 별하는 것이 건이 된다고 볼 

것이다. 물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경우 보유기 이 개인질병정보를 수령한 자에 하여 

사용목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 성확보를 하

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 성 확보를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그 반에 한 제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6) 2006년11월15일 김 주의원 표발의안(의안번호 : 175375) 참조.

47) 2005년 8월29일 이근식의원 표발의안(의안번호 : 172498) 참조.

48)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 (수집·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목 "이

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감독 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가 개인의 질병에 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보험  지 업무와 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결국 개인질병정보가 제한된 활용목 에 따라 제공되더라도 민감한 정보로서 특히 보호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명확히 한 연후에 차  보완이 요청되는 것이지만, 통합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이 근원 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행법에서처럼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업과 련된 기 의 이용측면에서 먼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

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공기 의 자정  통제와 한 규

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에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질병정보는 한층 강화된 보호의 

틀에서 차  정당성을 유지한 가운데 취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생각건  민감한 정보로서의 

특수성을 배려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에 따른 동의가 선행되도록 하여 이  안 장치를 

법 으로 견지한 상태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론에 갈음하여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했던 것은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하여 그 취 이 행정  

통제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함이었다. 그 가운데 신용정보에 한 특별성을 탐색하려는 데 별

도의 검토가 요하는지에 한 것이었다. 다만, 통제와 규제의 취지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치우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도 여 히 존 받아야 할 권익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에서, 특히 개인질병정보의 취 에 한 행정통제와 정규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데 논지가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구체화에 용될 일반화된 원칙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개

인신용정보에 한 개별  검토마  유명무실화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이 의 결론에 갈음하려 한다.

자정부에서 정보활용의 문제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당  제요건이 되는 것이

나 그 논리  근간이 다른 까닭에 개인정보와 련한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도 그 규제의 구별

이 요청된다. 즉, 공  역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 으로 기본권의 제한을 가져오므

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반면, 사  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

은 원칙 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업의 자유 혹은 표 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계에서 이익형량 여하에 따라 상호권익의 조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외 인 제한에 한 

규제수 이 가늠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 자정부의 구 이라는 공익을 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인가’와 ‘ 리목 으로 업활동을 하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인가’

에 한 법  단은 논리구성상 구별되는 것이고, 이에 한 통제 역시 다른 척도에 의한 법

리로 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주에 따라 개인정보

의 활용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귀납 으로 공‧사 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를 한 통제와 규제의 법리가 구별되는 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취 자는 

합법 이고 공정한 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합리 인 입법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 은 공  역에서의 행정통제와 

사  역에 한 정규제의 설정이라 할 것이다.49) 특히 공공기 이 취 하는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한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Verwaltungskontrolle)가 요하다.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구 하기 하여 가해지는 행정

권한의 내재  통제와 외부  제한을 뜻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날 행정권의 강화

와 문성의 심화에 따른 행정국가화 경향이 짙어지면서 행정책임의 확립이 요시되고 행정

책임을 확보하거나 보장하기 한 행정통제의 필요성 한 증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50)

이 게 볼 때, 행정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사무의 수행은 행법에 국한된 제

도 ‧ 차 ‧조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규율차별성을 고려하되 이를 통

합 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통합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써 부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통제요인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51) 이는 정보주체의 입장에

서 볼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취 되어지든 상 없이 단일의 통합기구에서 통일되게 

보호기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 통합기구라

는 단일의 창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 종합  정책방향이 수행될 수 있다는 에서, 국제 으로는 상호 력의 모색을 

통한 범세계  차원의 집행기 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에서 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52)

49) 통제(control)란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이끄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도

록 설계되어진 조직의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통제라 함은 단순히 규제의 제한에만 의미를 

지니는 개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치행정을 실 하기 한 행정책임의 다른 모습으로 논

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책임을 통해 독단  행정과정을 제한하고, 법치행정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다; Lisa Schultz Bressman, Beyond Accountability: Arbitrariness and Legitimacy 

in the Administrative State, 78 N.Y.U.L. Rev. 461, 553 (2003).

50) 그러므로 통제는 ‘무엇을 못하게 하는 개념’의 소극 인 의미와 ‘무엇을 하도록 하는 개념’의 극

인 의미로 환된 용어로 악되어야 하며, 따라서 행정통제란 ‘행정권의 담당자인 행정주체가 

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정행 를 일정한 기 에 합치되도록 유도하고 평가하며 시정

하는 제도  행정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의 일정한 기 이란 행정을 ‘법률의 

집행’이라는 에서 본다면 행정이념  합법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시 ‧국가  상황

에 따라 민주성‧효율성‧효과성 등이 강조될 수 있다.

51) 따라서 공공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정한 보호는 곧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

에서 정책과 법령의 집행이라는 행정작용에 한 내포 ‧외연  제한에 이 맞춰져야 한다. 

그 활용이 법  근거와 비례성을 담보해야 함 역시 이에 따른 것이다. 

52)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법 제20조에서 ‘공공기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차 이 당연직으로 원장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

회는 ① 개인정보보호에 한 정책  제도 개선에 한 사항, ② 처리정보의 이용  제공에 

한 의견조정에 한 사항, ③ 개인정보 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 과의 의

시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④ 보유목 외 처리정보의 이용 는 제공에 한 사항, ⑤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정되어 있

으나, 차  통제에 있어서는 상 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까닭에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

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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