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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활용·공개 및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법이 제정되면, 그 동
안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보호의 측면과 함께
활용·공개의 필요성도 존재하고, 공익의 실현과 국민의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 기준의 예외
를 인정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되더라도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활용·공개 및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 중인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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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및 그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공유,
정보 재활용 등에 관한 법제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공공·민간에 함께 적용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영중이므로 동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공공
부문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반면, 일본은 행정
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4. 연구결과
(1) 프랑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법은 『정보처리, 색인 및 자유에 관
한 1978년 1월 6일 법률』이다. 이 법은 공적 부문의 개인정보와 사적
부문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공
적 색인 및 공적 정보의 처리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한다. 특히, 행정
기관 상호간의 행정정보의 상호접속은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CNIL)’로부터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1978년 7월 17일의 행정
과 시민 사이의 관계 개선에 대한 조치 및 행정 사회적·재정적 영역의
제반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행정문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행정문서에 포함된 기명정보(개인정
보)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지만, 공개로 인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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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및 개인서류의 비밀 등을 침해할 문서는 관계인에게만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공공부문의 정보재사용에 관한 법제를 운영하여 공공
부문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사용’이란 공공서비스
임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보유되는 모든 사용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적 성격의 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익명의 정
보인 경우 또는 법령이 허용한 경우에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관점에서 개인관련 자료를 수집․
활용․재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1970년 헤센주가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독일 정보
보호법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연방 차원에서는 1977년에 『연방데이터
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기초
로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연방 및 각 주에 개인정보
보호현황을 감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설립되었다. 독일의 연방
데이터보호법은 공적·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체계로 개
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연방의 데이터보호법과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
별규정이 적용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는 이보다 늦게 논의되고 법제화가 되었는데,
최근 제정된 『정보자유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연방관청에 대해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다만, 개인관련적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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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은 『공공부문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2003. 11. 17. 유럽의
회와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06년 『정보재활용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재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접근권이 허용되지 않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재활용이 제한된다.

(3) 영국

영국은 1998년에 기존 『1984년 정보보호법』을 개편하여 『1998년
정보보호법』을 마련하였는데, 동법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개 원칙과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받아들여 구체화한
것이다. 동법은 공공·민간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자동처리되는 정
보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수동처리되는 개인정보로도 확대
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8가지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1984년 정보보호법』에서 정보보호등록소(Data
Protection Register)와 등록관(Registrar)을 두어 개인정보 보유·이용에
대한 등록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등록제는 사실상 일종의 허가제에
가까운 것이어서, 컴퓨터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1998년 정보보
호법』에서는 등록제도(registration)를 대신하여 신고(notification) 제도
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84년에 있었던 정보보호등록관(Dat Protection
Registrar)은 정보보호감독관(Data Protection Commissioner) 제도로 신
설․개편되었는데, 정보보호감독관은 독립한 기관으로서 영국여왕이
직접 임명하는 공무원이고 임기는 5년이며 개정 정보보호법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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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따라 정보커미셔
너로 변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03년 법률 제57호)을 근간으로 하여, 민간부분과 공적부분으로 나누
어진다. 이 중 공적 부분과 관련된 법제로는 ①『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8호 : 행정기관이 보
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88년)의
전부개정), ②『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9호), ③『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회 설치
법』(2003년 법룰 제60호), ④『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수반되는 관련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법률 제61호) 등이 있다.
또한 일본 총무성은 각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
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
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성청관방
장관 등에게 통지를 하였다(청관정 제84·85호, 2004년 9월 14일).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는 법제상의 조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각 성청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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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추진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
제 환경의 변화에 즈음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적법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및 정보의 활용·공개와 그 한계 등에 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함으
로써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제·개정 작업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데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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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인정보보호법

1.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산화된 자료의 자동취급 수단에 대하여 시민의
사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가. 법 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법은 『정보처리, 색인 및 자유에 관
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Loi n° 78-17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이다.

또 부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해당
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로 『행정과 시민 사이의 관계 개선에 대한 조
치 및 행정 사회적 재정적 영역의 제반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8-753호』(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가 있다.

이 법률들 말고 부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
○ 『행정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2000년 4월
12일의 법률 제2000-321호』 제10조((Loi n° 2000-321 du 12 avril
2000 relative aux droits des citoyens dans leurs relations avec
les administrations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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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법전 L 211-1조 - L 211-4조, L 213-1 à L 213-3 (Code du
patrimoine (articles L 211-1 à L 211-4) (articles L 213-1 à L
213-3))
○

재정법원법전

L

140-9조,

L

241-6조(Cod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article L 140-9) (article L 241-6))
○ 건강법전 L 1111-7, L 1110-4조, R1111-1조 - R1111-8조(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L 1111-7) (article L 1110-4) (articles
R1111-1 à R1111-8))
○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 L 2121-26조, L 3121-17조, L 4132-16조,
L 5211-46조, L 5421-5조,
des

collectivités

5621-9조, L 5721-6조(Code général

territoriales

(article

L

2121-26)

(article

L

3121-17) (article L 4132-16) (article L 5211-46) (article L 5421-5)
(article L 5621-9) (article L 5721-6))
○ 선거법전 L 28조, L 68)조, LO 179조, R 16조((Code électoral
(article L 28) (article L 68) (article LO 179) (article R 16)) 등1)
이 있다.

1)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b de l'article L 104) (article L 111)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article 5)
Code civil local d'Alsace-Moselle (article 79)
Code de l'urbanisme (article L 121-5) (article L 213-13) (article L 332-29)
Code de l'environnement (article L 123-8) (chapitre IV du titre II du livre
Ier) (article R 124-1)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rticle L 421-8)
Code de la route (article L 225-3)
Code civil (article 2449)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artic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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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 령

(1) 政令(Décrets)

『1978년 7월 17일의 법률을 적용한 행정문서공개의 자유와 공공정보
의 재활용에 관한 2005년 12월 30일의 政令 2005-1755호』 (Décret n°
2005-1755 du 30 décembre 2005 relatif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공공기록 문서의 공개에 관한 1979년 12월 3일의 政令 79-1038
호』(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bilité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등2)

(2) 省令(Arrêté)

『행정문서 복사요금의 획정조건과 결정에 관한 2001년 10월 1일의
省令』(Arrêté du 1er octobre 2001 relatif aux conditions de fixation
et de détermination du montant des frais de copie d'un document
administratif)

2)

Décret du 16 août 1901 pris pour l'exécution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article 2) Décret n° 55-471 du 30 avril 1955 relatif à la
rénovation et à la conservation du cadastre (titr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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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의 발전
행정기관의 색인화작업(fichier)은 시민의 기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
에 대한 침해의 우려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색인화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대
량의 색인의 작성과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74년 르몽
드신문은 "행정색인의 자동화체계 및 개인명부집"이라 불렸던 내무성
의 계획안을 폭로하였다. 이 계획안은 1891년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
에게 고유한 식별표시(국민신원번호)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색인 사
이의 최선의 공동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직도 운전자색인이라 불리는 도로안전에 관한 국민컴퓨
터색인에 관한 입법이 있었다(도로교통에 관한 문서의 중앙화에 관한
1970년 6월 24일 법률). 이러한 법안이 명령안이 아니라 법률안으로
제기되면서 그러한 색인화의 기본권에 대한 위험성이 인식되게 되었
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관계인에게 색인에 대한 접근권과 정보의 수
정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계인의 권리는
1978년에 제정된 『정보처리, 색인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
게 되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의 정보화의 발전이 사생활, 개
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정체성의 보호에 대해 야기하였던 위험에 대
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적 색인 및 공적
정보처리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행정기관은 많은 양의
색인을 갖고 있고 색인간의 매칭이 가능하므로 공적 부문에서 개인정
보침해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사인
에 의해 실행되는 정보처리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또한 그
특색이 있다. 즉, 이 법률은 공적부문의 개인정보와 사적 부문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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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다. 다만, 공적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
율내용과 사적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사전허가의 대상이 되
지만 사적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단지 신고로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구별은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연합 준칙 제95-46호에 의해
재검토를 요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기명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부분
적으로는 일정한 수기파일에도 적용된다.

이 법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원칙과 정의
1 - 2 - 3 - 4 - 5 조
제2장 개인적 성격의 자료의 취급에 대한 합법성의 조건
6 - 7 - 8 - 9 - 10 조
제3장 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조
제4장 취급의 사전 양식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조
제5장 취급책임자의 의무와 당사자의 권리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조
제6장 취급에 대한 감독
44 조
제7장 전산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의 제재
45 - 46 - 47 - 48 - 4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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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50 - 51 - 52 조
제9장 보건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목적의 사적 성격의 자료의 취급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조
제10장 평가 또는 행태분석 또는 간호와 예방행위 목적의 사적 성격의
보건 자료의 취급
62 - 63 - 64 - 65 - 66 조
제11장 언론과 문학 및 예술 목적의 사적 성격의 자료의 취급
67 조
제12장 비 유럽회원국 국가에게 공여되는 사적 성격의 자료의 전달
68 - 69 - 70 조
제13장 기타 규정
71 - 72 조

상기의 13개 장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1장 원칙과 정의, 제2장 개인적 성격의 자료의 취급에 대한 합
법성의 조건 및 제3장 전산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이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며, 독립 행정청인 "전산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l' infromatique et des libertés)"(이하 CNIL라 한다)에 의
한, 공권력에 대한 사전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EU 국가
와도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 프랑스의 특색은 프랑스의 개인
정보보호법이 르몽드지가 “Safari” 또는 “프랑스인 사냥”이라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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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을 계기로 성립된 것에서 유래한다.
Philippe BOUCHER는 신문의 논설을 통해, 내무성 소속의 거대한 데
이터 파일의 자동 처리에 그치지 않고, 토지 대장 등 다른 파일과 결
합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경고를 발했다. 이 기사의 피드백을 통해 정
부는 잠정적으로 총리의 허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파일의 상호 연
결을 금하고, 법안 제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에 제정된 『정보처리, 색인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은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전자화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규율하고 있
다. 이 법률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의 자유를
조화시키는데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는 행정파일의 작성에
있어서의 CNIL의 허가 등 위로부터의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접근권,
열람권, 수정권, 이의제기권 등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에 의해 아래로
부터의 규제이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는 주로 위로부터의 규제 방식에 의해
보장되고 있고, 개인의 접근권, 열람권, 수정권, 이의제기권은 크게 사
용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행정정보화로 이들 개인의 권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 법률은 그 후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또는 정보화
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번 수
정되었다. 그 개정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92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이 있었다(다만, 시행일은
1994년 3월 1일이다)3). 인종 또는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의견 또

- 11 -

는 조합소속 또는 인간의 품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드러내는 개인
정보를 관계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정보처리 할 수 없고 또한 정보처
리된 형식으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국사원의 동의를
받은 명령에 의한 위원회의 제안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제31조).
1994년 개정법에서는 특히 의료정보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개인
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보의 처리가 허용되고, 보건 분야에서의 연구를
위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가 허용되지만 정보
처리는 CNIL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송부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1999년과 2000년에도
관련규정(제40-3조 제2항)의 개정이 있었다.4)
200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시 보완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5) ; 기명정보의 보존기간에 있어서 종전 법률은 “반
대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정보는 그 보존이 위원회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의견 신청 시 및 신고 시에 예정된 기간 이상으로 기명의 형
식으로 보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2000년 개정법은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정보는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의 처리를 위하여만 그 정보가 수집
되고 처리된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개인정보의 형식으
로 보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관될 정보의 선택은 기록물에 관한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9-18호의 제4-1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해
3) Loi 92-1336 16 Décembre 1992 art 257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ler
mars 1994.
4) Loi 99-641 27 Juillet 1999 art 41 JORF 28 juillet 1999 ; Loi 2000-321 12 Avril 2000 art
5 JORF 13 avril 2000.
5) Loi 2000-321 12 Avril 2000 art 5 JORF 13 avri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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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제28조 제1항). 이와 함께 기록보관소에 관한 1979년 1월 3일 법
률 제79-18호에 의해 기록보존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 "제3조의

문서가 정보처리, 파일 및 기본권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에 의해 규율되는 자동처리차원에서 수
집된 기명정보를 포함하는 때에는 이들 정보는 상기 법률 제28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보존될 정보와 과학적, 통계적 또는 역사적 이
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될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선별의 대상이 된다.
삭제될 정보유형 및 그 삭제요건은 그 정보를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
관과 기록보존행정기관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제31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이와 같이 보존된 정보는 그 처
리가 관계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관련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들 정보가 제31조
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리는 관계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공익의 동기 또는 관련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제안 또는 동의에 근거한 국사원의 심사를 거친 명령에 의
해 허가되지 않는 한 실행될 수 없다(제28조 -2).
그 후 이 법률은 2004년에 또 한 번 대폭 개정되었는데 2004년 8월
6일 법률은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의 준칙
을 수용한 것으로 신고제도의 수정, 자료보호 의뢰인의 창설, CNIL의
권한 강화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의 신고제도를 부분적으로 조화시켜 공공부문도 허가를 요하지 않고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신고제도로 바꾸었으며(예외 있음), 개인적 성
격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보호

의뢰인’(correspondant

informatique et liberté) 제도를 신설하여 독립적인 위치에서 CNIL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NIL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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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
가. 알권리(제32조 및 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기에 대한 정보파일
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파일에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모든
권리에 앞선 기본권이다.

나. 반대권(제38조)

반대권은 모든 사람이 정당한 이유로 파일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도 없
이 자료가 대가성,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반
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세무, 경찰, 사법)의 다수 문서는 이 권
리와 상관없다.

다. 열람권(제39조 이하)

열람권은 알권리에 대한 보충적 권리이다. 열람권에 의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복사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복사본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제한이
있다. 처리를 담당한 책임자가 청구가 남용적이거나 보관된 자료가 아
무런 위험도 없는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자료가 국가안전, 국방 또는 치안상의 자료일 경우에는 지명
된 CNIL 위원이 자료를 점검하고 국가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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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정권(제40조)

정정권은 열람권에 대한 중요한 보충적 권리이다. 정정권에 의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에 관한 잘못된 자료를 정정하고, 보충하며, 업데이
트 하고, 봉쇄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정정권은 서면으로 행사되며, 처
리의 책임자는 정정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료로 수정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마. 보호 원칙

개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된다 :
첫째, '위법수집금지의 원칙'으로(제25조) 부정·위법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은 금지된다.
둘째, '데이터처리거절권의 원칙'으로(제26조) 자연인은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갖게
된다.
셋째, '사전통지의 원칙'으로(제27조)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데이터제공이 의무적이든 아니든 간에 데이터 제공을 하는 경우의 효
과, 데이터수집의 대상, 엑세스권 및 정정권에 관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범죄수사의 경우는 예외이다.
넷째, '보존필요성의 원칙'으로(제28조) 개인 데이터는 수집 시에 표
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보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정하여 있
는 경우 또는 후에 소개되는 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CNIL)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다섯째, '안전보호조치의 원칙'으로(제29조) 데이터관리자는 개인 데이
터를 보호, 왜곡, 손상 혹은 제3자로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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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동의적 정보수집제한의 원칙'으로(제30조, 제31조) 데이터
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한 인종, 정치적·사상적·종교적 신조, 노동
조합, 윤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민간부분에
의한 범죄, 유죄판결, 보안에 관한 정보수집도 금지된다.
일곱째, '엑세스권에 관한 원칙'으로(제34조, 제35조) 데이터 주체는
자기의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는가 여부를 데이터 관리자에게 물어볼
권리, 개인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에 엑세스할
권리를 갖는다.
여덟째, '데이터통제권에 관한 원칙'으로 엑세스권을 가진 자는 데이
터 관리자에 대하여 자기 데이터의 정정, 추가, 명확화, 갱신 또는 말
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
에는 그 취지가 데이터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안 된
다(제36조, 제37조).

4. 적용범위와 합법성의 조건
가. 적용범위

1978년 1월 6일 법률은 자동화된 처리와 수기로 된 파일에 모두 적
용된다. 이 법률의 적용범위는 유럽연합의 준칙보다 더욱 넓어, 치안,
국방, 국가안보, 형사법 분야에서의 국가활동에까지 적용된다. 개인적
인 데에만 국한된 활동의 행사를 위한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전
자 메모, 주소록, 접근이 제한된 가족 사이트 등)

(1) 개인적 성격의 자료
개인적 성격의 자료란 “자연인 상태로 식별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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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신분번호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거나 고유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적 성격의 자료의 처리
자료의 “처리”란 사용된 기법이 어떤 것이 되었건 자료에 관한 모
든 작용을 의미한다.

(3) 처리의 책임자(le responsible du traitement)
처리의 책임자란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사람, 행정청, 사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나. 합법성의 조건(제6조, 제7조)

법률 제6조는 개인적 성격의 정보의 수집과 처리의 합법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수집의 합법성
○ 처리목적의 특정과 통계목적, 학문 목적 또는 역사연구 목적의
정보의 재활용의 조건
○ 수집정보의 비례의 원칙의 준수와 정보의 처리
○ 정보의 정확성과 업데이트
○ 목적에 적합한 보존기간
이 밖에도 법률은 비록 신고된 것이라 할지라도 수집된 정보의 정
당하지 못한 사용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집된 목적과 부합하
지 않는 정보의 모든 사후처리에 대한 금지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
나 통계 또는 학문 또는 역사 목적의 처리에 대하여는 합법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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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처리에 대한 사전적 형식, 처리의 책임자에게 부과된 의무,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결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예외가 허용된다.
1995년의 유럽준칙에 따라 이 법 제7조는 개인적 성격의 정보의 처
리를 허용하는 합법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이익 또는 기본권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 예민한 정보의 범위(제8조, 제9조)

제8조는 수집이 금지된 예민한 정보의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다 :
○ 인종에 관한 정보
○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 철학적 견해에 관한 정보
○ 종교적 견해에 관한 정보
○ 소속 조합에 관한 정보
○ 건강에 관한 정보
○ 성생활에 관한 정보

그러나 처리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조건하에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10개가 인정된다 :
○ 법률규정이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인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ex. 휴머니스트 단체의
정보)
○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노동조합 단체의 정보
○ 당사자에 의하여 공개된 개인적 성격의 정보
○ 사법적 검증이나 권리 방어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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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의학, 의학적 진단, 보건행정 목적에 필요한 정보
○ 국가통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통계목적의 정보
○ 이 법률 제9장에 규정된 형식에 따른 의학연구 목적의 정보
○ 법률에 따라 CNIL에 의하여 익명으로 처리된 단기간의 정보
○ CNIL이 허가하거나 또는 CNIL의 동의를 거친 꽁세이데따(Conseil
d’Etat, 행정최고재판소)의 명령에 의한 공익상 필요한 정보

5. 파일의 신고 : 형식의 단순화와 감독
가. 신고제

신고는 공법인, 사법인을 막론하고 공통된 제도로, 경우에 따라 예
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형식에 따르거나 신고를 면제받지 않는 모
든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의 정보는 신고의 대상이다. 신고는 이전의
사전적 허가를 대체한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인종, 종교, 철학, 정치,
노동조합 등),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회원이나 창설자의 자료에 대한
신고는 CNIL의 형식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수기로 작성된 문
서도 CNIL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단순화된 형식의 적용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신고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CNIL은 2005년 6월 7일, 고
객과 방문에 관한 문서의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였다. 이
규범은 기명 자료 보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약간의 변형이 주어졌다.
CNIL은 제24조에 따라 사생활이나 자유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 처리
에 대하여 신고를 면제시킬 수 있다. 그 밖에 제22조는 담당자가 개인
적 성격의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리인(correspondant)을 지정한 경우
(위험한 정보를 제외하고)에는 비유럽회원국가에 전달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신고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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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NIL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제26조, 제27조)
(1) CNIL의 동의를 받아 省令(arrêté) 또는 의결기관의 결정으로 허가
하는 경우
관계 장관의 省令(arrêté)으로 허가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도 있다. 즉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공공안전에 관한 정보라든가 범죄의 예방, 수
색 또는 범죄에 대한 소추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省令(arrêt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 장관의 省令은 CNIL의 의
견과 함께 공포된다(법 제26조 I). 공공단체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
법인을 위해 작동되는 정보처리의 경우에 그 단체의 의결기관에 의한
허가도 있다. 이러한 허가의 경우에도 CNIL의 의견이 함께 공포된다
(법 제27조 II).
(2) CNIL의 동의를 받아 꽁세이데따의 政令(décrêt)로 허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은 금지되어 있다. 즉 개인
정보보호법 제8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종적이거나 민족적 출
신이라든가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신념 또는 조합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건강 혹은 개인의 성생활에 관한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도 CNIL의 의견과 함께 행정최고재
판소(Conseil d’Etat)의 政令(décrêt)에 의해 허가될 수 있다. 이 경우
CNIL의 의견이 함께 공포된다(법 제26조 II).

다. CNIL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제25조)

(1) 국가통계경제연구소(INSEE) 또는 행정 각부의 통계담당부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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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자동화되거나 비자동화된 통계처리, 제8조 I 에 명시된
개인정보,

즉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단기간의

익명화

(anonymisation) 방식의 대상이 된 정보처리, 공익에 의해 정당화
되는 자동화 또는 비자동화된 정보처리
(2) 유전자적 정보에 관한 처리(의사나 생물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예방의학, 의학적 진단, 진료나 치료의 행정을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보처리는 제외)
(3) 범죄행위, 유죄판결, 보안처분에 관한 자동화되거나 비자동화된 정
보처리(변호인 등 재판의 보조자들에 의해 변호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는 제외)
(4) 법률규정 또는 명령규정의 공백이 있는 가운데 그 성격, 범위, 목
적에 비추어 권리, 급부, 계약의 이익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자
동화된 정보처리
(5)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하나 또는 여러 법인들에 속하고 그 목적
이 서로 다른 공익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동화
된 정보처리나 다른 사람들에 속하고 그 주된 목적들이 서로 다른
파일들의 연결을 위한 정보처리
(6) 주민등록부의 등록번호가 나타나는 정보에 관한 처리와 주민등록
부의 조회를 요하는 정보에 관한 처리
(7) 사람들의 사회적 장애에 대한 평가를 담은 정보의 자동적인 처리
(8) 사람들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생체측정자료를 담고 있는 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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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독기관 : 전산정보와 자유에 대한 국가위원회(CNIL)
가. 조직

전산정보와 자유에 대한 국가위원회는 사인 및 공법인에 의한 법률의
준수를 감독·통제한다. CNIL은 독립된 행정청(un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6)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17명의 위원이 있는데 임기는 5년이다. 그 위원의 대부분은 선출직
이다 ; 하원에서 선출된 2명의 하원의원, 상원에서 선출된 2명의 상원
의원, 경제사회이사회총회에서 선출된 동 위원회 위원 2명, 국사원 총
회에 의해 선출된 국사원 현직 또는 전직위원 2명, 파훼원 총회에 의
해 선출된 파훼원 전직 또는 현직위원 2명, 회계원 총회에 의해 선출
되는 회계원의 현직 또는 전직 위원 2명. 그 이외의 위원은 임명된다
;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의 각각의 추천에 의해 데크레에 의해 임명되
는 컴퓨터분야전문가 2명, 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에 의해 임
명되는 그의 권위 또는 그의 능력을 보아 지명되는 위원 3명. 이 위원
회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다. 다만, 수상에 의해 지명되는 정
6) 독립행정청(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이란 1) 계층적으로나 후견적으로도
감독기관이 없으며, 2)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독립성이 부여되기는 하
지만 법인격이 없으며, 3) 부ㆍ처에 소속되지 않는 행정청을 말한다. 독립행정청도 행
정청으로서 입법부나 사법부가 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66조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1)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
부 2) 감사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독립행정청으로 구성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독립행정청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독립행정청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1) 계층적으
로나 후견적으로도 감독기관이 없으며, 2)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독립
성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법인격이 없으며, 3) 행정기관으로서의 부ㆍ처에 소속되지 않
는 행정청 등의 특징을 가진 행정청일 것이 요구된다. 독립행정청에 대하여 우리 헌법
에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독립행정청 역시 행정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6조제4항의 “행정권” 이나 “정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독립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창설된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국가기관을 독립행정청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의 대변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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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이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업무

○ 개별적인 결정 일반 규칙 제정
○ 실제적인 사찰
○ 시스템 보안 표준 규칙 설정
○ 참가자에게 경고, 소송제기
○ 청원서, 민원 처리
○ 데이터의 이용에 공헌하는 산업 활동 정보의 수집
○ 연례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다. 임무

자유에 대한 전산정보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CNIL은 사생활
과 개인 및 공공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데 개인정
보보호법은 주요 임무로 5가지를 부여하고 있다 ;
○ 정보제공
○ 열람권 보장
○ 파일의 검사
○ 감독
○ 제재
○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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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각부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997년 5월 16일 명령(수상을 대리한 내각사무 총장의 명령)은 행정
각부의 인터넷사이트에 있어서 행해지는 기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모
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인터넷 사이트의 구성

행정각부는 인터넷상에 기명정보의 처리를 포함하고 다음의 분야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제1조) ; 장관의 이
력, 장관 비서실의 구성, 행정각부의 역사와 조직도, 장관의 권한분야
에 있었던 장관회의에서의 임명, 장관의 비망록, 행정문서, 전자우편,
토론방, 퀴즈코너.

나. 기명정보 처리의 목적

제1조에서 언급된 서비스에 있어서의 기명정보의 처리는 다음과 같
은 목적을 갖는다(제2조).
○ 행정각부 통신의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 : 비서실의 구성에 관한
정보, 장관의 비망록, 행정각부에 관한 장관회의에서의 임명
○ 행정정보의 제공 : 기관의 역사와 조직도, 행정각부에 관한 행정문서
○ 행정각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사이트의
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
○ 전자우편에 의해 장관 또는 그의 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
○ 퀴즈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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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명정보의 내용
관계인에게 요구될 수 있는 기명정보는 다음과 같다(제3조).
○ 장관 및 그의 비서실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 된다 ; 이름, 사진, 직무, 권한, 자격, 교육, 훈장, 직업생활
및 정치생활, 경우에 따라서 소속공무원단
○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 된다 ; 이름, 사진,
직무, 권한, 임명일, 소속공무원단
○ 장관비망록에 나타나는 인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
공 된다 ; 이름, 직무, 자격, 조직
○ 이용자중 토론방에 참가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통
신의 대상 및 선택적으로 이름 및 전자우편주소
○ 장관 또는 그의 기관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통신의 대상 및 선택적으로 이름, 조직, 사회직업
상의 유형
○ 특정우편함의 수단에 의해 장관 또는 그의 기관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퀴즈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선택적으로 이름, 가명, 나이, 학년, 꼬뮌, 국가

라. 개인정보보호
(1) 장관의 비서실 및 행정각부와 직접 관계있는 기관만이 전자우편의
기명정보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정보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제4조).
(2) 접근 및 수정권이 관계 행정각부 소속직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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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통신 또는 행정정보의 차원에서 인용된 자는 모두 그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상에서의 제공에 대한 반대권을 갖는다. 이 권리의
행사방식은 기관의 지침에 의해 구체화된다(제6조).
(4) 인터넷사이트의 이용자는 전자우편수신페이지 및 토론광장페이지
에 의해 그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를 받는다. 그리고 위 페이지는
통신비밀 및 안전성에 관한 인터넷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해 언급
하여야 한다(제7조).
(5) 인터넷상에 행정각부 사이트를 실행하기 전에 관계 장관은 이 모델
에의 합치에 대하여 CNIL에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
○ 사이트에 의해 보장되는 서비스 및 이들 서비스에 대응하는 기
명정보를 제시하는 것
○ 접근권의 행사장소를 적시하는 것
○ 안전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

8. 정보의 공동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정보를 행정기관 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다.
행정정보의 상호접속은 엄격한 의미의 정보의 처리로 여겨지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7) 이에 관한 CNIL의 결정은 다음과 같
다 ; ① 파일 간 상호 연결안이 제출되면 CNIL은 정보의 교환이 적법
한지를 확인한다. 정보가 직무상 비밀(secret professionnel) 또는 특수

7) 1978년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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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밀(의료비밀, 신용정보, 세무정보, 통계정보)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8) 당해 정보의 상호연결은 인정되지 않
는다. ② 파일의 상호연결은 파일을 규율하는 대원칙에 합치하여야 한
다. 특히 교환되는 정보가 추구되는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고, 적절하
고,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즉,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정보
유통의 수혜자목록이 통제된다. ③ 공동이용을 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상호연결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이 각 기관에
고유한 파일에 NIR(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당해 정보의 상호연결이 가능하다.9)
기명처리를 행하기 위하여 RNIPP(신원 명부)를 사용하는 것은 위원
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제정되는 국사원의 심의를 거치는 명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10) 그러나 행정기관이 NIR(사회보장번호)를 기입
하지 않고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허가가 필
요하지 않다. 즉, 행정기관은 RINPP(신원명부)를 관리하는 INSEE(통계
청)에 RNIPP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
는 파일에 나타나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INSEE에 제출하면 INSEE는
RNIPP를 열람·대조한 후 신원을 당해 행정기관에 확인해준다. INSEE
는 신원확인을 요청받은 개인과 요청한 기관의 명단을 기록 보관하여
야 한다. 행정기관은 NIR를 그들이 관리하는 파일의 식별자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CNIL은 NIR가 일반화되어 모든 행정에 통용되는 국민
일반의 식별표지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
지 않다고 보고, 행정 분야 별로 그 필요에 대응하는 고유한 식별표지
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Numen,
조세행정 분야에서는 SPI라는 신원식별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8) 특히 사회보장분야에서 법률에 의해 파일의 상호연결이 인정되고 있다.
9) Pierre Truche 등, op. cit. pp.56 et 57.
10)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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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보호와 암호화 등
의료정보, 재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형태의 공개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암
호의 사용이 자유화되면서 CNIL은 점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암호
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NIL은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전자신고(TDS NET)와 조세분야에서의
전자신고(수입의 신고)가 의무적인 것이 되는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10. 전자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전자적 방식에 의해 행정이 행해지는 경우 당해 전자행정방식의 법
적 안전성이 보장되고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전자행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CNIL은 전자조세행정절차에 관한 의견(avis)11)에서 납세자
에게 전자행정절차의 이용조건, 특히 취해진 안전조치, 수신확인방법,
개인정보에의 접근·수정권 행사조건 및 전자적으로 송부된 문서의 서
면복사본의 보존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분야에서 보험
인은 CNIL은 보건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된 치료기록의 문서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2)

11) 행정기관이 법적 또는 정책적 문제점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 검토하여 제시
하는 의견을 말하며 통상 행정기관은 이 의견을 따른다.
12) Pierre Truche 등, op. cit.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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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행정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
전자행정시대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다
음의 두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개인정보관리체계에
기초하여 개선하는 방안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수정 및 개인정보의 공
동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당사자에게 전자고지를 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의 당사자에게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행정기관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받아 당해 개인정보에
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 방안이 제안되고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방안이 권고되고 있다.13) 두 번째 방안의 하나
로서 전자금고(coffre-fort éléctronique)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가 검토되
고 있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를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관리자 또는
당해 개인정보의 당사자가 열쇠를 갖고 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는 당해 개인정보의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자가 그 개인정보
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당해 개인정보 관리자 또는 개인정보의 당사자
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14)

12. 정보접근에서의 평등

전자행정의 실시에 있어 전자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와 그
렇지 못한 자 사이의 불평등을 도외시하여서는 안 된다. 전자행정에서
의 국민 사이의 불평등은 세 차원에서 제기된다. 우선 세대 간의 불평
등 문제가 제기된다.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정보통신기술의 습득에 어
13) ibid. pp. 78~79.
14) ibid.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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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느끼고, 정보통신기술의 습득에 의욕을 적게 가진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장애인 및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정
보통신기반이 잘 정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불평등문제
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농촌지역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에
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가. 아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에의 접근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전자민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자적 방식이외에 전화, 문서 등
기존의 전통적 행정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민원인은 반드시 담당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에서나 조력을 받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청, 도청, 각 행정기관, 도서관, 우체국
및 행정 서비스센타(les maisons des services publics)에 정보통신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이 인
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체국에 인터넷을 설
치하였다(1000개소 정도). 그리고 도서관 및 행정기관 등의 공적 시
설에도 인터넷을 설치하고 있다.
다. 2000년 3월 3일 장애인(주로 맹인과 시력이 나쁜 사람)의 인터넷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15)

15) 1999년 10월 7일자 수상의 훈령. 자세한 것은 MTIC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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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의 대상 규정
프랑스의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1978년 7월 17일의
『행정과 시민 사이의 관계 개선에 대한 조치 및 행정 사회적 재정적
영역의 제반 규정에 관한 법률』(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l'administration

mesures
et

le

d'amélioration

public

et

des

diverses

relations

dispositions

entre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이다. 이 법률 제1장은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 문서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법률』로 불리고 있다. 1978년 법
은 1979년 7월 11일 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고 2005년 6월 6일 명령
2005-650에 의하여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프랑스 정보공개법 제1조는 동법에 의한 공개 의무의 주체를 결
정하고 있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의 법인 또는 임무상 공
공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법인의 4개 종류이다(제1조제1항). 이 중 지난
3개가 公法人이며 1개가 私法人이다. 국가라 함은 정부 각 부처, 외청,
부속기관 등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지방위원회(의회) 등이
며 공법상의 법인은 영조물 법인16)과 각종 기금 관리 기관 등이며 공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무분권 공법인(이하 줄여서 공법인이라고만 부르기
로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무의 수행이라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
로 공법에 의하여 창설한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의 총합체로서의 법인이다. 이 영조
물법인은 담당하는 주 업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공법이 주로 적용되는 행정적 영조물
법인과 사법이 주로 적용되는 상업적 영조물법인으로 나뉜다. 영조물법인
(établissement public)의 전통적 개념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제외한 공법상의 법인체를 말한다. 公益私法人(établissement d’utilité
publique)과의 구별 즉,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은 기능적으로 파악된다.
영조물법인과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영조물법인과 공공서
비스는 그 개념바탕이 다르고, 영조물법인은 조직체(un organisme)인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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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17)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 스포츠
단체, 프랑스텔레콤 같은 기관을 말한다. 이런 기관들의 문서 중에서
“행정적” 문서만 말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문서는 제외 한다18). 따라서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공기업의 문서는 예외적으로 행정업무
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공기업은 공법상의 법
인도 있고,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경우도 있으므로, 공법상의 법인은
그 활동이 행정적일 때 행정문서의 보관기관이 되지만 상법상의 주식
회사는 행정적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경우에만 행정문서의 보관기관이 되며 행정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상공업적 공공서비스) 영리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행
정문서의 보유기관이 아니다. 또 의회의 행위, 꽁세이데따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결정, 재정법전 L 140-9조에 규정된 회계원의 문서, 옴부즈
만에게 발송된 문서, 710-5조에 규정된 재정법전 L 241-6조에 규정된
지방회계원의 문서, 공중보건법전 710-5조에 규정된 보건 기관들의 신용
평가서의 작성에 대한 사전 문서는 행정문서에서 제외된다(제1조제3항).
공공서비스는 활동(activité)을 가리킨다. 각국에서의 영조물법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협의의 공법인을 공법상단체(Körperschaf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공법상영조물(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그리고 공법상재단(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으로 분류한다. 영국에서는 대체로 public corporation과
independent public board라고 부른 것에 상응하고 이태리의 Ente pubblico,
그리고 미국에서의 Agencies에 상응한다. 프랑스에서는 “영조물법인(Etablissement
public)”이라고 부르는데 공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공법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영조물법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용어 사용으로 보
인다. 영조물법인은 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적 성격과 상업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공무수탁 사인을 말함.
18) 한국의 법체계는 행정에 관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는 영미법계와는 달리 공
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고,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 사법관계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역시 원칙적으로 공법의 적용을 받
고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적 서비스와 원칙적으로는 사법의 적용을 받고 민사소
송의 대상이 되는 상공업적 서비스로 명확히 나누어 진다. 이때 행정적 서비스에서의
시민은 강화된 이용자 즉, 주권자이면서 이용자이지 상공업적 서비스의 대상인 고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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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공개법, 즉 1978년 7월 17일의 『행정과 시민 사이의 관계
개선에 대한 조치 및 행정 사회적 재정적 영역의 제반 규정에 관한
법률』(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에 따른 공개
주체의 범위에 관한 해석론은 다른 몇 가지 논점과 상호 관계에서 논
의되고 있다. 공개 주체의 범위는 정보공개법 제6조에 의한 제한 개시
사항에 의하여, 제한 및 "행정 문서" 개념에 의한 공개 대상 제한이라
는 2개의 논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정부와 실행력을 수행하는
기관의 의사 형성에 대한 비밀, 국방과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전, 통화
와 공적 신용, 국가의 안전과 공공 안전에 관한 사항, 법원에서의 소
송 절차 및 준비 절차에 관한 사항, 사생활, 개인 기록과 의료 서류에
관한 비밀, 상공업(영업)의 비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조사, 세무 및
관세 조사,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이라는 8개 항목은
비공개 조항이다. 또한 해석론의 큰 문제는 "행정 문서"라는 개념에
의한 공개 대상의 제한이다.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정부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적용하나, "행정 문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 문서"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 해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개 주체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직법적 문제로, 몇몇 문서가 "정치적" 문서
인가라는 작용법적 문제가 병렬될 수 있다. CADA(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 행정 문서에 대한 액세스 위원회)의 입
장은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문서는 개별적으로 "행정"이
되는지 확인 없이 공개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직법적 해석이
다. CADA는 해당 주체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는 "행정 문서"로 하여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을 단
순하게 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판례(꽁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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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따)는 "행정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조직법적으로만 판
단하지 않고, 작용의 법적 성격 및 법적 구조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안
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기능적 성격 결정을 면밀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프랑스의 행정 판례법이 채택해온 해석
기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학설상으로는 CADA의 조직법적 해석이 더
간단한 기준을 제공하고, 정보공개법 입방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더 많으나, 이 문제에 대해 통설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행정문서의
예로는 조세관련 문서, 의료정보, 답안지, 공무원의 신분문서, 행정 서
신 문서, 건축허가 서류, 토지서류, 예산회계서류, 지방의회의 의사록,
공무원 명부, 공공서비스 운영서류, 선거인 명부 등이다.

2. 운영상의 제반 문제
정보공개법 제1조가 규정하는 4개의 기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론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있
는지가 문제된다. 이 점에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 조
직 법상 내부 부서와 외부 기관에 관계없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며,
또한 독립 행정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CADA 자신도 독립 행정청이기 때문에 통설은 CADA에 대해서도 정
보공개법의 적용이 있다고 해석이 되지만 다른 행정 기관에 권고를
발한다는 위원회의 성격상 다른 행정 기관에서 공개 청구는 할 수 없
다고 해석된다. 또한, 자문기구(oraganisme consultatif)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노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도 공개 주체가 된다.
私法人과 "공공서비스"와의 관련 내용 私法人이 공공서비스 업무를 간
단하게 협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공공 서비스 수행"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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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私法人활동이
모두 (행정적)공공서비스의 임무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
인지, 私法人활동의 한 부분이 (행정적)공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경우
에 좋은 것인가 등 논점도 있다. 어쨌든 어떤 기관이 "공공서비스 운
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정관상의 목적만이 아
닌 주요 재산 등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CADA에 의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부정된 예로, 휴가용 숙소 예약 업무
를 수행하는 단체, 지역 라디오 방송, 자선 단체, 국철역 구내의 렌터
카 업체가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 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은행도 공개 주체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정적)"공공 서비스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주체로 해석되는 것으
로, 변호사회, 공증인 파티, 레지용 지사위원회, 지역 의사회, 프랑스
은행, 프랑스 부동산 은행, 상공업 고용 협회, 질병 보험 기금, 농업 공
제 기금, 적정 임대 주택 회사, 담배 전매 회사, 프랑스 TV 방송 등등
이 있다. "공공서비스 운영의 책임을 지는 기관"의 범위를 확정하는
해석론에서도 조직법적 해석과 작용법적 해석의 대립을 볼 수 있다.
즉 CADA는 조직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연결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
향이 있는 반면, 행정 판례법은 당해 행정 작용의 성격을 감안한 종합
적 판단이라는 수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보 공개를 넓게
인정하는 단순한 해석 기준을 지향하는 입장과 전통적인 행정법학 해
석 기법의 입장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5 -

제 3 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1. 전자문서의 공개

2000년 개정되기 전의 1978년에 제정된 『행정과 공중의 관계개선조
치에 관한 법률』 제1장은 행정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의 자동처리의 형식을 통한 결정이 포함되었었다
(제1조). 그러나 전자문서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2000년 4월 12일 1978년 법률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
는 문서는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다. 공개
방식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복사이외에 행정기관의 기술적 가능성
의 한계 내에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것과
통일된 매체에 기초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복사의 교부도 가능한
방식으로 추가되었다.19)
그리고,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8-753호의 집행을 위해 제정된
『행정문서의 공개방식에 관한 2001년 6월 6일 명령 제2001-493호』
제1조는 공개문서의 복사는 서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컴퓨터매체 및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신청인이 컴퓨터매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문서의
복사물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은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Loi 2000-321 12 Avril 2000 art 7 JORF 13 avri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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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종전에는 프랑스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기명이 아닌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규율하고 있었다(1978년 법률 제1조). 그리고 그 공개가
사생활, 개인서류 및 의료서류의 비밀에 침해를 가하는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1978년 법률 제6조). 그런데,
2000년 개정 법률에서는 기명정보(개인정보)도 정보공개에 관한 이 법
률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
에 관한 정보는 관계인(personne intéressée)에게만 공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그 공개가 사생활 및 개인서류의 비밀, 의료 비밀에
침해를 가할 문서 ② 명시적으로 특정되었거나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인에 대한 가치평가 또는 가치판단을 가져오는 문서 ③ 어떤
사람의 행태의 폭로가 그 사람에게 침해를 가져올 경우에 그 사람의
행태를 나타나게 하는 문서. 그리고 의료적 성격의 정보는 지정된 의사
를 매개로 하여서만 관계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3. 정보제공의 유료화문제

최소한 기본적 공공정보는20) 무료로 제공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
다. 이들 기본적 공공정보는 국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기업이 이 기본적 공공정보를 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있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20) 공공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에 의해 그의 임무와 관련하여 공적 기금을 사용하여 수집
되거나 생산되었고 예정되어 있는 정보”를 말하고, 기본적 공공정보라 함은 “그 제공이
시민의 권리행사에 필수적 요건인 공공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본적 법령, 판례,
공공거래의 고지, 국가의 공식보고서, 공보에 공표되는 임명행위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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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적 공공정보는 쉽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방식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이 아닌 공공정보에 있어서는 사기업에 의한 이들 정보의 취
득에 있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주체인 공공기관에 의
한 이들 정보의 상품화에 일정한 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가치 있는 공공정보의 유료화가 널리 행해졌
었고, 공공정보의 유료화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공공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무료제공 및 유료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주체인 공공기관과 사기업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쟁 및 유료화의 문제에 관한 공공기관과 사기업간의 상호간의 협력
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만일 이와
관련한 조정기관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인 공공기관, 사기업 및
이용자의 대표가 그 구성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관은 자문 및
권고의 권한과 조정 등 분쟁해결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4. 전자행정과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1) 목적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는 기관의 임무에 상응하는 특정의 명시적이고 정
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 행정파일은 정치적이거나 상업
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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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의 적절성 · 비례성의 원칙
정보는 처리목적에 비추어 적정하고, 적절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한
다. 인종 또는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견해 또는 노동조합에의
소속 또는 개인의 도덕, 범죄, 형벌 또는 보안조치를 드러내는 정보의
기록은 특히 제한된다.

(3) 보존기간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가 수집된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기간만 보존
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보존은 문서보존행정기관의 동의하에 선별한
후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4) 기명정보의 이전
기명정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정보의 입수가 허용된 자에게만
이전될 수 있다.

(5) 안전의무
기명정보의 처리를 명령하거나 실행하는 자는 그 정보가 변조되거
나 손상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 등 정보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통제권의 보장
개인정보의 이전 등 그 정보의 사용조건 등을 통보받을 권리, 그 정
보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및 정보에
접근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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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유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프랑스는 정부 주도하에 프랑스 텔레콤이 개발하고 1980년대에 프
랑스 사회에 침투했던 "미니텔"이라고 하는 프랑스 고유의 국영 문자
정보 통신 기기가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미니텔의 개발과 보급으로
정보 통신 기술의 사회적 활용 분야에서 첨단에 있었다. 그러나 반대
로 그 내용이 인터넷에로의 전환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IT 보급을 대폭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2000년 이후 정부 주도의 노력으로 레지용을 비롯한 지방 자
치 단체도 참여하여 프랑스에서도 정보 통신 혁명이 시작되었다. 실제
로 인터넷 이용자와 휴대 전화 소유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정
보 격차도 해소되는 등 전자화된 사회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진행
되고 있다.
개인 정보의 공유, 보호, 보안 등 행정 정보화에 있어 프랑스는 우
선 개인 정보의 공유 이전에 개인 정보의 보유 자체가 법에 의해 엄
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화의 추진 상황과 공적 개인 인증 서
비스를 비롯한 개인 정보 처리 내용을 단일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정보 통신의 현황을 살펴본 후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해 관계하는 "정보 기술과 자유에 관한 법률" 및 "CNIL(정보
와 자유 국가위원회)"등의 제도와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에는 국가 차원의 정보 통신 정책에 대해 "공공사업 계획"과 그것을
지원하는 "보와네 상품"과 ADAE (전자 행정 개발청)이 조정 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CVQ(일상생활 카드) 프로젝트" "VILLES INTERNET"
라는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지역 단체의 IT 추진도 평가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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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투표 도입 현황과 지역 단체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와 함께 소개
하기로 한다.

1. 프랑스의 IT 사정
가. 개요

1990년대 프랑스는 미니텔에 만족하여 정부나 지방에서는 IT화의 중
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고, 정보 통신 기술에 관한 정책은 게을렀기 때

문에 소위 "인터넷 혁명 (Revolution Internet)"에서 낙후되었다. 그러
나 2000년 "CPER1 (국가와 레지용 사이의 계획 계약) 2000-2006"의 책
정에 있어서 경제 활동, 교육, 공공 서비스 현대화 등의 분야에서 정
보 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정보 통신 분야 개발(innovation)의
과정에 대한 공적 원조의 중요성 등이 거론되고, 특히 지역(레지용)의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공적 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정보 통신 기술의 도입은 주거 환경이나 경제 활동의 지역(레지용)
간 경쟁에 깊게 관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단
체를 비롯해 2000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나. e-행정의 현황

간단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행정(전자
정부)은 현재 세계 전체에 퍼져 있으며,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EU국가
내에서도 e-정부 정책은 비약적으로 발전 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프랑
스에서도 마찬가지로 e-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고
ARTESI(국가 기술 정보 기관)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97%가
이 서비스에 찬성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이 분야의 개혁 및 투자가

- 41 -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된 데이터의 도난 방지 기능 강화 등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소득세 신
고(매년 1월)인데 2005년 신고 건수는 370만 건이었다.

2. 개인정보 보호
가.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유

1974년 당시 내무 장관이던 자크 시라크가 하고자 했으나 SAFARI4
(원정) 프로젝트(개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를 비롯하여, 개인의 프
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민의 큰 반대에 부딪
쳤다. 이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① Contrat de Plan Etat Région, ② Union Uropéenne(유럽 연합), ③ Agence Régionale des
Technologies et de la Société de l' Information, 4.SAFARI (21 mards
1974) : Système Automatisé pour les Fichiers Administratifs et
Répértoire des Individus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군데로 통
합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었다. 이 제안 이후
1978년 전산정보와 자유에 관한 법률(Loi Informatiques et liberté)이
제정되고 공공 서비스의 개인 정보의 이용 권한에 대해 엄격한 제한
이 마련됐다. 또한, 감독 기관으로 CNIL(전산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
이 설치됐다. 오늘 프랑스에서는 개인 정보 시스템 공동이용을 검토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들의 개인 파일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개인정보
를 수집하기 위한 조건은 각종 규칙에 마련되어 있으며, 적용 범위와
사용 목적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CNIL은 그 정보의 중앙
집중적인 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그 자료가 어떻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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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를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CNIL은 법률이 정하
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
보의 취급에 대해 일정의 신망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프랑
스의 개인 정보 공유, 나아가 e-행정 추진의 큰 걸림돌로 되고 있다.

나. 개인 인증 카드와 보안

(1) 인증 방법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설치된 "NIR
(국가 사회 보험 등록 번호)"로 불리는 13자리 개인식별번호가 있다.
그것이 당시의 모습을 인수하는 형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성
별, 생년월일, 출생 장소 등이 그 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숫
자는 아주 관리가 민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행정 등이 이용하
는 경우도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 또 프랑스에서는 현재 다수의 ID
카드가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비딸르(VITALE/
의료보험) 카드이다. ADAE(전자 행정 개발청)에서 이 카드의 원격 서
비스, 텔레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카드 규격의
양상으로, 인증 및 서명에 사용되는 인증 시스템 측면 모두에서 표준
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원리는 정보의 이용을 분야별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서비스 분야가 있다. 큰 것으로는 ①
세무, ②사회 보장 ③의료 관계가 있다. 다른 것도 각 분야별로 따로
인식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 3월 국내 법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있었다. 각 원격 서비스에 대한 인증 방법은 각각 달
라, 예를 들면 개인 소득세는 전년도 신고 내용을 채택하고 또한 부가
가치세(TVA)는 실제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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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방법은 각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고, 중앙 집중적인 방법은 취하
지 않았다.

(2) 비딸르 카드(CARTE VITALE)와 개인 인증 ID 카드

비딸르 카드는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카드의 하나로
프랑스 의료보험카드이다. 이 카드는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를 겸하고
있으며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기관에 대하여 권리를 증명한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제작사 : CNAM (전국 질병 보험 금고)
○ 대상자 : NIR 보유자 (RNIPP : 자연 시 인식 전국 전화번호부)
○ 유효 기간 : 무기한
○ 증명 사항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 장소, 의료보험의 종류
(일반보험, 농업보험, 자영업 등) 정보 등
○ 사회보장 기관
○ 보충권리
○ 발급 건수 : 약 3천만 장
이 카드는 원래 지문 인식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생체인식체계
인증 기능이 켜져 있지 않았으나, VITALE2로 불리는 2006년, 2007년
새로운 카드에 인증이 탑재되었다. 또 VITALE2는 사진이 첨부되었다.

(3) 정보시스템 보안 중앙기관

보안 총리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는 "정보시스템 보안 중앙 기관"은
그동안 주로 외교와 군사 측면의 정보 보안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일반 용도의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조직 규모가 별로 크지 않
은 데, 전자 행정 개발청 (ADAE) 보안 표준화 작업에 참가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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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서비스(Caisse Nationale d' assurance Maladie, Le répertoire
national d' identification des personnes physiques etc.)에 적용하여
같은 보안 수단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각 행정 기관에서는
실제로 몇몇 보안 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안에는 보안 카드 외에 개인
을 증명하는 서류(대면 확인)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이 발생하면 직원과 위탁 업체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정보 기술과
자유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해커와 사이버
테러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비스별로 정해져있어 CNIL에 제출하는 서
류로,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사태는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물리적으
로 파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전자 개인 인증 도입을 위한 프랑스, 유럽의 전망

앞으로 EU 회원국은 상호 각 정보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여권, ID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인증서 시스템의 전자화를 위한 협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2006년
여름에 사진을 전자 여권, 또한 2008년에는 전자 지문 인식이 점차 도
입되었다. 또 2005년 7월 에비앙에서 열린 G5 회의에서는 참가 5개국
에서 도입되는 전자 ID 카드에 대해 ① 기술적으로 각각의 시스템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② 여행에 포함된 문서 보안 정보에 유럽 내 여
권을 통일 표준의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③ 참가 5개국은 운전
면허증을 포함 증명서 등에서 생체 인식 기술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
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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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유

전자정부 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청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전자정부계획에 포함되
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정보의 제공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직접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생성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성립된 행정각부와 관련된 독립된 정
보제공기관(예, 프랑스 문서국)이 제공할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사기업이 행할 수 있으며 사기업
또는 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공공정보를 입수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가. 공식법률정보(actes officiels)의 제공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령으로는 1996년 5월 31일
제96-481명령(법률정보데이타베이스에 관한 데크레)과 1998년 12월 17
일의 통첩(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의 법률정보의 제공에 관
한 통첩)이 있다.

(1) 1996년 5월 31일 제96-481명령(법률정보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데크레)
가)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제공되는 공식
법률정보(actes officiels) :
다음과 같은 법령, 설명서 및 분석서가 인터넷상에서 제공된다(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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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공포된 조약 및 국제협정, 법률과 명령, 유럽공동체 공보에 공포
된 문서, 상기 1978년 법률 제9조에 의해 공표된 훈령 및 통첩, 확장명
령의 대상이 된 국가집단협정(des conventions collectives nationales),
헌법재판소, 행정최고법원인 꽁세이데따 및 관할재판소의 결정, 파훼
원과 회계원의 결정, 행정항소법원 및 행정재판소의 판결, 사법재판소
의 결정, 지방회계원의 결정,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 및 1심 재판소의
결정, 유럽인권위원회의 판결 및 결정, 독립행정기관의 공표된 문서,
기타 수상의 부속명령 및 관계 장관의 명령에 의해 그 유형이 정해진
법률적 성격의 공식문서.

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있어서는 전자화된 정보가 나오는 행정기
관21), 그 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보국이 담당한다. 데이터베이스
의 형식, 집합 및 체계적 일관성의 유지는 공보국이 담당한다. 다만,
허가를 받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담당할 수 있거나 공공서비스의
위임에 의해 제3자에게 맡겨질 수 있다.
1) 법률정보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업무조정은 그 조직과 구성이 수
상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공서비스
위원회에 의해 보장된다(제3조),
2) 법률정보 데이타베이스의 작성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또는 일단의
행정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행하는 전문가를
공보국에 지정한다. 이들 전문가는 공보국장의 주재 하에 적어도
일 년에 한번 모이고 상기 위원회에 그의 작업에 대해 보고한다
(제4조).
21) 이 명령에서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법원 및 국가에 속하는 공법상 조직체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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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보국, 행정기관 또는 이 명령 제3조제2항의 적용에 의해 지명된
제3자는 동일 조항에 의해 그에게 속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
한 모든 문서, 자기적 또는 광학적 매체에 의해 이미 기록된 일
체의 정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제5조).
4) 제1조에 열거된 유형의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데이터
베이스의 구성안은 모두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2개월 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3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견은
상응하는 비용 지출 안에 첨부된다(제6조).
다) 제공
1) 제1조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수단 또는 매체에 의한
공개는 위탁의 대상이 된다(제7조).
2) 데이터베이스의 행정기관에 의한 외부에의 제공은 이 데이터베이
스가 처음에 내부의 이용을 위하여 구축되었거나 아니면 외부에
의 제공을 위하여 창설되었거나 2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
는 제3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의
견은 상응하는 비용 지출 안에 첨부된다.
3) 위에 언급된 외부에의 제공은 제7조에 언급된 수탁자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구축조직체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
한다(제8조).
4)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수상은 수탁자가 외부에 대한 제공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외부에의 제공을
허가할 수 있다(제9조).
5)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가 보유하는 입력된 정보를 다
시 제공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재제공은 수탁자에 의해 위탁자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위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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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설정된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수탁자의 형평성 있는 대가와
다시 제공하는 자에 의한 일반이익의 요구의 준수를 정하는 허가
의 대상이 된다(제10조).
6) 공보국장은 직권 또는 행정기관의 요구 또는 수탁자의 요구에 따
라 위탁의 집행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제3조에 언급된
위원회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매년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운영조건에 대한 평가를 행한다.

(2) 1998년 12월 17일의 통첩(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상에서의 법률
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첩)
가) 행정각부사이트와 레지프랑스
1) 행정각부와 그 소속 지방행정기관은 독자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이트에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법률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는 원칙상 각 행정
각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의 통일성이나
질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다 즉, 행정
각부를 초월하여 법률정보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의 사이
트(Legifrance.gouv.fr)의 존재를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정보제공서
비스를 조직하는 1996년 5월 31일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각부장관은 그에 소속되었거나 그의 감독 하에 있는 기관이
법률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LEGIFRANCE와 보완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각부의 사이트는 레지프랑스에서 이미 제공되
고 있는 법률정보는 다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보의 불
일치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요청된다. 그리고 일반 공중에게 필요
한 법률정보가 레지프랑스에 없는 경우에는 레지프랑스의 법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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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목록이 보완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이들 요청은 내각 사무총장의 주재 하에 행정공무원, 법원관계자,
대학교수, 법률 직업 대표, 법률출판대표 등이 참석하는 사이트편
집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행정각부가 새로운 법률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레지프랑스를 담당하는 내각사무처의 문서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레지프랑스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만을 제공하므로 레지프랑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법률정보는 행정각부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수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게 법률
정보 데이타베이스의 구성과 법률정보의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
여할 수 있다.
5) 국가기관에 의한 법률정보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레지프랑스를 관
리하는 기관은 심사할 권한이 있다.
6) 행정각부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령은 전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범과
규범에 대한 해설 및 그에 관한 통첩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나) 법률정보제공기관
1) 법률정보의 제공을 담당하는 특별기관인 법률정보 데이터서비스
기관이 1984년 창설되었는데, 이 기관이 창설된 이유는 모든 법
률정보가 모든 관계 법률분야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의 신뢰성,
망라성 및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정보
데이타베이스의 형식 및 일관성은 공보국이 담당하고 단일의 수
탁자가 이와 같이 조직된 법률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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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권이 인정되는 공공보고서 등 공식정보(textes officiels)의 제공

1999년 1월 28일의 통첩은 공공보고서의 인터넷상의 무료제공에 관
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률정보이외의 공공정보 등 시민의 공공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공보국에 의해 운영되는
Vie-Publique.fr이다.
공공보고서나 견해표명, 권고 같은 행정청의 공식정보들은 법률정보
보다는 엄격하게 범위가 설정되며 저작권이 인정된다. 공공보고서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토론,
행정결정의 준비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쇄된 문서의 배포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외국에 공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다.
공공보고서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위하여 프랑스 공보국의 책임
하에 공공보고서 디지털도서관이 창설되었다. 공보국은 그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계속적인 보존과 Admifrance 사이트로부터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공공보고서 디지털도서관은 수상 또는 장관에 의해 국회의원, 국사
원, 다른 공적 기관 또는 특정인에게 맡겨진 보고서 전체의 제출처이
다. 문서처리 및 인터넷을 통한 제공비용은 보고서를 위탁한 부서가
담당한다.
보고서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은 제출부서 장관의 동의하에 행해진다.
제출부서의 장관은 제출시에 보고서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여부를 결
정하고 보고서 작성자에게도 이를 통보한다.
행정각부는 그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다시 제공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행
정각부에서 다시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고 행
정각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의 내용과 디지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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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의 내용이 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각부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도서관 사이트
에 링크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보고서를 공중에 직접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상의 이 훈령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제출되는 보고서에 적용된다.
그 이전의 보고서는 선택하여 제공될 수 있다.

4. 정부의 정보 통신 시책에 대한 헌신의 역사
가.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부 행동 계획 (PAGSI)

"PAGSI(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부 행동 계획)"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던 정보 통신 정책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기 위해 1997년 리오넬 조
스팽 총리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화
사회의 구축"이다. 즉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하고 고객의 입장에
선 정보 통신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발
생이 예상되는 디지털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표 달성을 위
해 정보 통신,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의 프랑스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정
책목표가 설정됐다.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부 행동 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교육 기관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한다.
○ 문화 정책의 장비를 디지털화에 적응시킨다.
○ 전자 정부에 착수한다.
○ 전자 상거래 및 전자 경제의 발달을 지원한다.
○ 공중 넷(Net Public)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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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공중의 인터넷 접속 정책을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두 가지 축은 다음과 같다.

○ 분권화와 근접성으로 이 정책의 중심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 구직이나 지식 획득, 문화, 직업훈련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이
외의 분야에서의 공중들의 인터넷 접속의 활성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인터넷 망에 가입하게 되면 “Net Public”이라고
하는 라벨을 붙인다. “Net Public”에 대하여는 사용료, 기술자의 훈련,
첨단기술의 시험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2005년 6월 1일 부로 70개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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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공공정보의 재사용(réutilisation)
1. 원칙
2005년 6월 6일 명령 제10조는 공공부문의 정보재사용에 관한 2003년
11월 17일의 유럽의회와 유럽 위원회의 2003/98/CE 준칙을 국내법에 수
용하여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10조-19조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1978년 7월 17일 법률은 :

○ 모든 형태의 재사용을 허용하며,
○ 개인적 성격의 정보의 보호하에 재사용의 일반원칙을 정하며,
○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정하며,
○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에 의한 배타적 재사용권의 부여를 제한한다.

2. 법률의 적용범위
“재사용”(réutilisation)이란 “공공서비스의 임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
거나 보유되는 모든 사용”을 말한다. 행정문서(document administratif)
열람권과 재사용권의 범위는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일반인에게 배포되는 정보만이 재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열
람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여 모두 재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인적 성격의 정보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는 재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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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료, 허가 및 목록
법률은 재사용 가능한 공공정보 목록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청은 재사용 가능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재사용 조건과 사용료 및 허가 관계를 사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사용
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각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다.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사용 허가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익명정보의 허용 비용, 정보수집 비용,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재사용 절차
허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재사용의 특별한 절차는 없다. 그러나 제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재사용이 정보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안 되며 업데
이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는 신청한지
1달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추가로 1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허가를 거절
하게 되면 CNIL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 청구는 행정소송
제기 전 필요적 전치사항이다. CNIL은 1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심판 청구의 대상은 재사용 거부뿐만 아니라, 허가서면 거부, 사용료
금액에 대한 불만 등 모든 불리한 결정이다.

5. 재사용의 예외사항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978년 7월 17일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인 정보. 그러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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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라도 일반에 대한 배포용 정보는 재사용될 수 있다.
○ 상공업적 공공서비스 임무 행사에 관한 정보(행정문서가 아니므로
영업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정보

개인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재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
○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익명의 정보
○ 법령이 재사용을 허용하는 정보

교육기관, 연구기관, 문화 기관은 예외로 기관 스스로가 재사용 조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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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의료정보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은 1994년 개정에서 특히 의료정보에 대한 규율을
하였다. 의료정보의 비밀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비밀로부터 시작된 것
으로 직업상의 비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기
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보의 처리가 허용되
고, 보건 분야에서의 연구를 위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가 허용되지만 정보처리는 CNIL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송부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보내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이하에서는 의료정보에 대하
여 특별히 고찰하기로 한다.

1. 병원의 인간화와 환자의 권리
과거에는 의료정보를 의사가 독점하고 환자는 의학적 상식이 결여
된 채 모든 의료정보의 취득을 의사의 처분에 맡기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환자의 알 권리가 신장되는 한편 인터넷 등의 발달
에 힘입어 환자에게도 의료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선언되기에 이르렀
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의하
여 환자의 삶이 존중되고 따라서 병원도 단순히 객관적인 치료대상으
로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상의하는 인간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의해 의료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병원의 인간
화에 대한 최초의 입법은 『병원의 인간화에 관한 1958년 12월 5일 훈
령』이었는데 1970년 12월 18일의 훈령이 1958년 훈령의 내용에다가
응접, 알권리, 외래진료, 의료인과 비 의료인의 분류, 식사, 퇴원, 사망
등에 관한 규정을 첨가하였다. 그 후, 환자의 헌장22)이 1974년 9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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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훈령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환자의 알권리는 매우 상대적인 것이
었다. 1995년 5월 6일의 95-22훈령에 의한 “입원환자헌장”은 고통의
완화, 환자의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환자
의 권리와 보건체계의 질”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이 환자의 권리
를 집대성하였다. 이 법률은 보건체계의 운영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
다. 사회행정과 의료사회행정에 관한 2002년 1월 2일 법률을 적용하는
“응접 받는 사람의 권리와 자유 헌장”에 관한 2003년 9월8일 명령은
종교의식을 행할 권리와 환자와 보호자의 존엄을 존중할 권리를 추가
함으로써 ‘병원의 인간화’의 노력을 확대하였다. 환자는 병원에서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23)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3원
칙24)을 비롯하여 공공서비스 헌장의 원칙25)들이 지켜져야 한다.

오늘날 이용자와 공공서비스의 질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이용자는 공공서비스의 공동실현자 : 이용자의 참여 없이 안전과
22) “헌장”(charte)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엄숙한 문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로는 “기본 법칙”(loi, règle fondamentale)을 뜻
한다. “헌장”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칼타 대헌장이나 프랑스의 구제도 하에서의 “특
권의 부여 헌장” 등에서 ‘정책에 대한 엄숙한 약속의 기본법칙’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
되어 왔었으나 “헌장”의 제정을 행정과 시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은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공공서비스 헌장의 제정은 시민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 원칙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인 공공서비스의 3원칙인 평등성, 계속성, 적응성에 첨가하여 정
보의 제공과 투명성, 시민의 권리보호, 서비스의 편의성 및 질적 수준의 제고를 선언하
고 실천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헌장의 제정은 1990년 이태리, 1991년 영국의 시민헌
장(Citizen’s Charter), 1992년 프랑스 등,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것으로, 공공서비스 헌
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이용자의 지위’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국가개혁에 따른 부문별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약속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
의 공공서비스 헌장의 제정에는 영국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과 유럽 연합의 "공
익서비스 백서"(livre blanc des servces d'intérêt général)의 영향이 많이 작용하였다.
23) Marc Dupont et 2, Droit hospitalier, Dalloz, 2005, p.522-523
24) 평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적응의 원칙.
25) 특히 문턱을 낮추고 신속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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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을 유지하며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보다
좋은 공동실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 이용자는 공공서비스 이용의 전문가 : 이용자는 제공된 공공서비
스의 독보적인 경험자이므로 그의 경험과 견해를 대체할 수 있
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용자는 그의 견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
현하고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시민 :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유대의 핵심적26)인 성격인 시민정신에 관계된다. 공공서
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용자의 개입은 대표민주주의
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준다.

○ 이용자는 공공서비스의 비용부담자인 시민 : 이용자는 세금을 내고,
직접 기금을 출연하기도 하며 인지대를 지불하며 지하철 요금의
25%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27).

2. 의료정보
가. 의료정보의 제공

의사는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자에게 의료정보
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의사에게 부과된 신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6) Léon Duguit
27) Documentation française; "La participation des usagers/clients /citoyens au service
public", 200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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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제공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의 알권리는 프
랑스 보건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환자는 질병에 대한 제1차적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치료의 선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공중보건법전 제L.1111-2조는 모든 사람은 자
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과 생물
의학에 관한 유럽협약 제5조도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진료팀 내부
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는 각자의 직업상의 규율의 범위 내에서
또 각자의 권한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 간호원에 대하여
는 1993년 2월 16일 명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공되는 의료정보의 내용은 환자의 상태와 검사, 치료 제안에 관하
여 성실하고 명확하며 적절하여야 한다(의료직무법전 제35조). 입원환
자헌장은 의료정보가 ‘간결하며, 접근이 쉬우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정보에 대한 민사판례는 “의료정보가 수
술과 다른 치료방법의 위험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Civ. 1re, 3 mars 1998, arrêt 430 D)
선언하였으며, 행정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공중보건법전 제1111-2조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한 검사
와 치료 또는 예방조치에 관하여 그들의 효율성과 예측되는 응급상황,
결과, 예측되는 후유증, 다른 치료대안, 거부하였을 때의 예측되는 결
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나 치료 또는 예방조치 후에 새로운 위험
이 나타나면 이에 대하여도 통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정보제공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립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공립병원에게 있다(꽁세이데따 220년 1월 5일 AP-HP 판결). 정보제공
의 의무는 제3자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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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나, 긴급한 경우, 또 정보의 전달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면제된다(의료직무법전 제35조).

(2) 보호자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경우보다 민감한 경우가 많다. 다양한 환자의 주변인들이 알고
싶어 하고 의료진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신중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료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공중보건법전은 심각한 증세와 후유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환자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측근에게
의료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간호에 직접
적인 도움이 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의료기록의 열람

공립 및 사립 병원에서의 환자와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는 의료기
록에 대한 제도화는 1991년 7월 31일의 병원제도 개혁에 의해 이루어
졌다. 환자의 권리와 보건시스템의 질에 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은
환자의 기록에 대한 직접열람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의 입법
내용이었던 의사를 통한 간접열람 또한 언제나 가능하고 오히려 이용
자들에게 권장되고 있다. 이 열람권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적용된다. 열람권은 요청에
의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권은 환자의 권리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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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열람대상은 환자의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로 ;

○ 의료인이 수집한 정보, 의료기관이 수집한 정보인데 약간의 한계
가 있다. 심리치료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전문가가 수집한 정
보는 2002년 3월 4일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28)

○ 진단과 치료 또는 예방조치에 따른 정보 또는 의료인들 사이에
교환된 기록 정보, 검사결과, 처방전, 관찰기록, 의료인들 사이의
통신 등은 모두 열람대상 정보에 포함된다.

○ 매체(문자, 그림, 녹음 등)없이는 열람할 수 없는 정보인 형식정
보는 열람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진실성, 신빙성, 가상성 등
정보의 질이나, 정보의 형식 또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학생
인지 아닌지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인의 개인적인 메모는 열람대상 정보가 아니다29).

(2) 의료기록의 내용과 관리

2002년 3월 4일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법전 제L 1112-2조는 “의료서
비스를 받거나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립병원이나 사립병원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제L 1111-7조에 규정된 의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록의 관리는 필수적이 되
28) P. Abadie et 8, Droits du patient, Masson, 2004, p.25
29) P. Abadie et 8,op.cit. p.26

- 62 -

었다. 이 규정을 구체화한 공중보건법전 제R 1112-1조 내지 R 1112-9
조는 의료기록을 세 가지 종류의 서류들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서류들은 응급실이나 내원허가 또는 병원체류 중에 일어나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수집되는 정보에 관한 것이다. 진료나 내원허가에
관한 의사의 메모나 최초의 진찰소견, 입원중의 정보나 법령이 요구하
고 있는 경우의 환자의 동의서 같은 일련의 서류들이다.
두 번째 서류들은 병원을 떠날 때의 서류들로 의료비 계산서, 퇴원
서류 같은 것들이다.
세 번째 서류들은 진료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관한 서류들이다.
각 서류들에는 환자의 신원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한 자의 신원
그리고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처방전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야 하며 서명의사의 이름이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명기되어야 한다.
의료기록의 보관에 대하여 공립병원과 공공진료 업무에 참여하는
사립병원은 공립병원의 문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제R 1112-7조)
1968년 3월 11일 명령은 의료기록의 성격에 따라 보관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 유전적 성격의 병에 대한 기록은 영구보존
○ 소아과, 신경과, 치과, 만성질환에 대한 기록은 70년 보존
○ 나머지 기록은 20년 보존

공공진료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병원의 기록은 의사협회에서 지
명하는 의사 또는 의사들의 책임 하에 보관된다. 기록을 보관하고 있
는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류를 한 후 공립병원 기록보
관소에 기탁한다. 어떤 경우에나 병원장은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의료
기록의 보관과 비밀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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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병원기록의 전산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 어떤 병원은 전산화된 의료기록만 보관하고 있다.
○ 환자 또는 의사의 발의로 사기업들이 의료기록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의료정보에 대한 비밀의 문
제와 기록 열람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 병원 또는 보건 기관들이 의료기록의 관리를 종이 서류들을 전문
적인 보관자에게 맡기거나 전산자료를 제3자인 파견근무자에게
맡기는 아웃소싱이 발생하였다.

(3) 요청된 정보의 전달 기간

정보의 열람은 48시간의 숙고 기간을 지킨 후 요청이 접수된 지 8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요청이 접수된 후 3일에서 8일 사이
에 열람되어야 한다. 그러나 5년 이상 전부터 작성된 기록이나 열람
시에 의사가 입회하는 것을 거절한 결과로 정신병원 군 위원회에 계
류 중인 경우에는 전달 기간은 2달 이내이다.

(4) 열람 비용

즉석에서 열람하는 것은 무료이다. 물론 이 경우에 병원 측에서는
컴퓨터 단말기의 사용이나 복사기의 사용 등의 비용이 들지만 이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복사지의 사용이나 발송 등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열람 요청자가 부담한다.30)

30) P. Abadie et 8,op.cit.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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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록에 대한 환자와 상속인의 열람

『환자의 권리와 보건시스템의 질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환자와 엄격한 조건하의 상속인은 의료기록
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 의사의 중개에 의하여
기록이 열람되던 과거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가) 환자의 직접열람원칙

공중보건법전 제L 1111-7조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록을 직접 열람하
거나 그가 지정하는 의사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병원은 열람시켜
줄 의무가 있으며 거부할 수 없다. 열람 시에 발생할 지도 모를 환자
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는 제3자의 입회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입회를 거부하여도 정보의 공개에 장애가 되지
는 않는다. 의료정보의 열람신청은 환자, 부모자식관계, 후견인 또는
이들 중의 하나가 지정한 의사가 할 수 있다. 입원을 처방한 의사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환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열람신청
인의 신원과 중개자인 의사의 자격은 확인되어야 한다. 열람서류는 진
찰 소견, 수술결과, 실험, 또는 입원기록, 공문서, 치료처방, 관찰기록,
의료종사자 간의 서신을 포함한다. 그러나 치료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
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신과와 미성년,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정신과의 경우에는 환
자에 의한 직접적 정보열람원칙이 제외되는 유일한 부문으로 반드시
의사의 중개로 신청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자가 신청한다. 미성년자가 양육권자에게 본인의 의료
정보가 열람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열람신청을 받은 의
사가 미성년자에게 열람을 설득하며 그래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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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또 미성년자가 양육권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가 의사를
통하여 공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의사의 입회 하에 의료정
보가 열람되어야 한다. 의료정보공개신청이 파견근무자에게 이루어질
때 파견근무자는 위의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반드시 파견된 병
원의 동의를 얻어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나) 상속인에 대한 원칙의 적용

『환자의 권리와 보건시스템의 질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제L 11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인의 자격을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사망자의 상속인에 대한 정보공개도 환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원칙하에
이루어진다. 상속인이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개거부의 경우에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정보제공 또는 동의의 결여에 대한 책임

의료정보의 제공이나 동의를 결여하게 되면 의료직업상의 과실을
구성한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권리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에 규
정된 필요한 조건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에
는 징계책임, 형사책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은 다시
행정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진다. 정보제공의 결여가 신체적 상해
의 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손해배
상은 과실이 없는 수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위험을 야
기한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판례는 환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그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 받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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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료행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법원은
한편으로는 수술에 따른 위험과 수술을 포기하였을 때의 위험을 감안
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을 결정한다.31). 배상액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환자가 입은 상이한 손해들의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2000년 7월
18일 파훼원은 환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는 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32). 정신적인 손해도 고
려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의 결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
임을 인정한 판례는 드물며 대부분 행정판례들이다33). 파훼원은 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배척하였다34).

3. 의료비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정보는 비밀에 부
쳐져야 한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는 병원에서 제공되고 병원에는 이 비
밀원칙을 지킬 수 없는 많은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비밀원칙
에 대하여 살펴보고 난 후 병원에서 이 원칙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
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비밀원칙

목사도, 변호사도, 의사도 직업상의 비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비밀원칙은 전제국가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의
료민주주의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비밀원칙의 기원은 기원 500년 전
31) C.E. Assemblée 19 mai 2004, 216039.
32) Cour de Cassation 18 juillet 2000, 97-14713
33)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chlr,sd,l행정판례로는 CAA Marseille 7 avril 2005 01MA
01843
34)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2004-12-07; 02-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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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가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 관찰과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를 가까이 알게 되었으므로 환자와의 성적관계
를 엄금하는 대가로 환자의 비밀스런 부분을 보게 되었고 본 것에 대
한 비밀은 엄격히 지켜져야만 하였다35). 비밀원칙은 환자의 권리와 보
건시스템의 질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에 의하여 공중보건법전
제L 1110-4조에 선언되어 있다. 비밀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형법전36)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2002년 3월 4일 법률은 1. 1995년의 의료직무 법전
의 내용을 보충, 강화, 확충하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비밀의 원칙을
이용자의 권리로 설정하는 한편, 직업상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37)
비밀의 의무의 법리적 근거에 관하여는 공공질서에 관한 절대적 이론
(Thèse absolutiste d'ordre public)과 사익에 관한 상대적 이론(Thèse
relativiste de l'intérêt privé)이 대립하였으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의사
와 환자의 관계 및 의사와 제3자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38). 다른 한
편, 이 원칙에 대한 몇몇 예외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환
자자신이 의료정보열람을 신청한 경우나 의료비밀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규와 법규의 범위

가) 법규

사생활의 비밀은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지켜진다(공중보건법전 제L
1110-4조). 비밀에 관한 규정은 공중보건법전 제L 1112-1조에 공립 및
35) Source ; Ordre de Médecins
36) 형법전 226-13조는 “직무상 또는 일시적으로 상황이나 직업상 그에게 기탁된 자의 비
밀에 속하는 정보를 누설한 자는 1년간 금고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37) P. Abadie et 8,op.cit. p.55
38) Gérard Mémeteau, Cours de droit médical, Les Etudes Hospitalières, 2003. 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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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병원에 관련하여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1995년 5
월 6일의 입원환자헌장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형법전 제226-13조는
“직무상 또는 일시적으로 상황이나 직업상 그에게 기탁된 자의 비밀
에 속하는 정보를 누설한 자는 1년간 금고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권리와 보건시스템의 질에 관한 2002
년 3월 4일 법률에 의하여 공중보건법전 제L 1110-4조는 그러한 정보
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기도한 경우에도 1년간 금고 및 15000 유
로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원칙은 또한 의료직무법전 제4조, 제73조와
공무원법 제26조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나) 법규의 범위

비밀유지의 의무는 비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
과된다. 환자의 권리와 보건시스템의 질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
에 의한 공중보건법전 제L 1110-4조에 따르면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하
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밀정보는 의료진 전부가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어려움이 있
는데 의료에 관한 정보는 모두 비밀정보이나 행정적 정보에 관하여는
좀 까다롭다. 환자에 대한 내원허가는 의료비밀이 아니나 질병의 성질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비밀정보가 되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비밀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에 다른 수단으로 알게 된 자도 지켜야 한다. 즉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고용된 모든 사람, 다른 기관의 파견인원, 관련기관의 인원, 자
원봉사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지켜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의 의무는
환자의 사망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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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에 대한 예외

환자의 권리와 보건시스템의 질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에 의한
공중보건법전 제L 1110-4조와 형법전 제226-14조는 법률이 부과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비밀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비밀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익상의 필요가 비
밀의 유지라고 하는 사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 경우에는
비밀인 정보가 공개된다.
형법전 제226-14조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인 비밀정보의 공개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가) 의무적 공개사항

1) 공중보건 보호
공중보건을 위하여 질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 경우, 공
중보건법전 제L 3113-1조는 지방이나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정
책이나 격리를 위하여 관찰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건당국
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 호적 사무
보건 관계자들이 출생이나 사망에 대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에 비밀
을 지킬 의무가 있으나, 호적 등재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56조는 출산에 참석한 의사, 조산원, 공무원 기타 인원은 출생신고
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부친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 위치한 호적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며 당사자가 반
대하지 않는 한 부모의 이름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의 작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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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하는데 사망증명서에는 법의학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
분은 이름을 명기한, 사망원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호적 사무
소에 제출하며, 또 다른 한 부분은 무기명의 사망원인을 명시한 것으
로 국립의학보건연구소에 제출한다.

3) 환자의 이익보호
의료사고, 에이즈, 산재사고, 직업병, 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시민생
활에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경우

4) 질서유지
법률이 개입하는 경우

5) 의료예산통제
의료보험으로 충당 되지 않는 경우에 비용을 대출한 경우

나) 임의적 공개사항

1) 공중보건 보호
연구나 평가, 분석 및 예방과 마약퇴치를 위한 경우

2) 환자의 이익보호
환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숙사나 군대에 관한 서류, 시민생
활 보호에 필요한 경우

3) 범죄의 희생자 보호
성범죄의 희생자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경우. 15세 미만의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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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범죄는 사법당국이나 행정관청에 통지할 수 있다. 강간으로 추
정되는 성적학대에 대하여도 검찰에 통지할 수 있다.

나. 병원에서의 비밀원칙에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1) 비밀과 환자주변

비밀원칙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통지
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그러나 입원한 환자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는 환자주변에 대하여는 태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비밀과
공개사이를 오가게 된다. 비밀원칙이 완전히 지켜질 수 없고 의료진과
환자주변사이에 대화가 오가게 된다. 환자의 권리와 보건시스템의 질
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은 두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진단
이나 예후가 심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의료비밀원
칙이 지켜질 수 없고 환자의 가족이나 측근에게 통지하여 그들로 하
여금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죽기 전에 환자가 명백히 반대하지 않은 한 상
속인이 사망의 원인을 알고 유언장을 변호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도록 의료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가 가족에게 비밀이 유지되도
록 요청한 경우에는 망자의 뜻이 신중히 존중되어져야 한다.
민감한 사항은 에이즈의 경우로 동거인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제3
자에게도 전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지 문제된다. 이 경
우에도 환자가 에이즈 양성 반응의 가능성을 파트너에게 알리기를 거
부하는 경우 의사의 태도에 대해 위원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말
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의료 비밀은 환자에게 현실적으
로 지켜지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비정상적인 유전적 질병에 대하여
환자의 가족에게 통지하는 문제다. 만약 검사결과를 당사자가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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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밀의 문제는 해결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밀이
예방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의료비밀 원칙을 지켜야
한다39).

(2) 의료인과 병원 사이의 비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병원의 다른 의사들 및 시내의 다른
의사들과 정보를 교환한다. 환자의 권리와 보건시스템의 질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 제L 1110-4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료인들이
동일한 환자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
우, 환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다.

(3) 감독기관에 대한 비밀

병원은 사회보장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때 예산절감을 위한 대출
금의 정산을 위한 경우에는 비밀이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으나 나머지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4) 보험회사

의사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비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보험회사의 의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료정보를 취득하면 의료비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39) Marc Dupont; Claudine Esper Christian Paire; “Droit Hospitalier” Dalloz, 2005,
p.5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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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정보 관리의 현대적 기법
오늘날 병원은 전산화되어 있어 전산을 통해 환자의 기록을 관리하고
검사결과를 주고받으며 원무과의 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한다. 이러한
전산화가 환자의 이름이 기명된 자료와 함께 운영된다. 전산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6일 법률은 전산화가 인간의 정체성, 인권, 사생활, 기
본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전산과 자유국가위원회
(CNIL)의 사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병원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인 기명 자료를 작성할 수 없다. 공립병원과 공공진료에 참가하는 사
립병원은 전산처리를 위한 사전적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안전성과 비
밀유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전산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6일 법률
제19조). 그 밖의 병원들은 사전신고로 족하다. 전산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6일 법률과 전산과 자유 국가위원회(CNIL)의 내용 및 운영
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한다.40) 전산 자료 이외에도 오늘날 의료정보
는 팩스, 전화, 비디오, DVD등을 통하여도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매
체들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도 비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가. 팩스

팩스는 의료기관의 안팎에서 의사들 간의 긴급통신, 환자의 예약확
인, 의료영수증, 검사결과의 통보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수단이
기명으로 사용될 때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국의사협회(Ordre national
des médecins)는 팩스의 발송이나 수신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권
고하고 있다. 팩스를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써 의료 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41). 의료윤리법전 제73조도 의료기록을 주의 깊게 다룰 의
40) CNIL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는 전훈, “프랑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프랑스학
논집 제48집, 2004, 467쪽-4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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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통신진료

통신진료의 큰 장점은 지리적 조건이 어떠하건 환자에게 필요한 진
료를 신속한 의료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신속히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진료는 의료보험에 관한 2004년 8월13일 법률 제
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의료윤리를 엄
격하게 지켜야 하며, 의료행위에 적합한 통신수단을 갖추어 의사의 책
임과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 제34조에 의하면 전자통신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통신진료는 통신진단, 통신수술, 통
신구호(원거리에 고립된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인데 때로는 의료
기관과 아주 먼 거리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가 이루어진다. 통신진료에
서의 문제점은 컨텐츠에 대한 책임과 비밀유지의 문제이다.42) 환자의
신분과 직업상의 비밀이 자료의 보관이나 교환과정에서 얼마나 잘 지
켜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통신진료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제공하
는 자와 환자와 접촉하는 의사가 진다43). 통신진료의 선택은 환자의
명시적 선택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건강상태의 위급
성은 이 모든 조건에 우선 한다44).

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에 건강에 관한 사이트들이 매우 발달해 있다. 건강에 관한
사이트 수만 20000개를 상회하는데 불어로 된 사이트만도 수천 개에
41)
42)
43)
44)

Marc Dupont et 2, op.cit. p.599
ibid. p.600
Bulletin de l'Ordre national des médecins, 01 juillet 200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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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어떤 사이트들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건강에 관한 일반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을 위한 사이트도 있다. 상업적
사이트들도 의료 문서를 담고 있으며,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위하여
개설한 사이트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진료나 약품의 판매는 미묘한
문제를 야기한다. 제약회사들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헌장이 프랑스 의
약품 안전청과 제약회사 전국 조합 사이에 2000년 12월 26일 조인되었
다.

의료보험에

관한

2004년

8월13일

법률은

건강고등국(Haute

autorité de Santé)에게 건강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들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법규의 준수여부를 인증해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인증제
도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 환자 헌장
가. 입원환자의 권리에 관한 1995년 5월 6일 훈령의 부칙 “입원환자
헌장”
1. 공공병원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여되며 특히 가장 가난한 자에
게도 제공된다. 장애인에게는 맞추어 제공된다.
2. 보건기관은 치료, 간호 및 응접의 질을 보장한다. 보건기관은 고
통의 완화에 유의한다.
3.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충실하여야 한
다. 환자는 치료의 선택에 참여한다.
4. 의료문서는 환자의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유출될 수
없다.
5. 생의학 실험에 참가하거나 신체의 일부나 분비물을 기증하거나
사용하거나 검진을 하는 환자는 특정된 동의를 요한다.
6. 입원환자는 법률이 금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일
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통지 받은 후 퇴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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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원환자는 존중되어야 하며 신앙이 보장된다. 내면세계와 안정
이 보호되어야 한다.
8. 사생활의 존중과 개인적, 의료, 사회적 정보의 비밀은 모든 입원
환자에게 보장된다.
9. 환자는 문서로 된 정보, 특히 의료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
게 선정하는 의사를 통하여 접근한다.
10. 입원환자는 간호와 응접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며 그가 입었
다고 판단하는 손해의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나. 응접받는 사람의 권리와 자유 헌장에 관한 2003년 9월 8일 명령
제1조 : 무차별 원칙
법률에서 정해진 진료와 간호에 관한 특별 조건에 따라 어느 누구
도 사회적 또는 사회적 의료의 진료와 간호 시에 출신, 특히 인종
또는 사회적 출신, 외모, 유전적 특징, 성별, 장애, 나이, 종교적인 견
해나 신념, 특히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견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
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조 : 진료 또는 맞춤형 간호에 대한 권리
응접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특정되고 가능한 한 수요에 가장 알맞
은 진료 또는 간호를 제안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 : 정보에 대한 권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청구된 진료와 간호, 또는 권리와 기관의 조
직과 기능, 서비스 또는 진료와 간호의 형태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
할 수 있고 맞추어진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는 동일 분
야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의 단체에 대하여 통지받아야 된다. 이용
자는 법률과 명령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다. 법률에 통지해 주도록 정해진 자에 의한 정보나 문서의 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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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의료적, 치료적 또는 사회 교육적으로 맞추어진 간호를 받아
이루어진다.
제4조 : 자유선택, 명시적 동의와 참여 원칙
법률규정, 법원의 결정, 사법적 보호조치, 기본방침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
1. 통원치료를 받든지, 입원치료를 받든지, 모든 형태의 간호 또는
진료의 방법을 취하든 간에 알맞은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2.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진
료와 간호의 결과에 맞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해를 구하며
구해져야한다.
3. 이용자에게 관련된 응접과 간호 계획의 개념과 실시에 대하여 직접
참가하거나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참가할 권리는 보장된다.
나이가 어려 명시적인 선택이나 동의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택이나 동의가 가족 또는 병원이나 다른 형태의 진료나 간호에 따
른 법적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용자의 상태가 이러한 선택
이나 동의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적대
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병원이나 사회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는 공
중보건법전에 규정된 표현과 대리의 조건에 따른다. 진료나 간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사람이 동반할 수 있다.
제5조 : 포기의 권리
이용자는 언제나, 법원의 결정, 사법적 보호조치, 기본방침에 대한
결정, 이 분야에 대한 수정절차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 헌장에
규정된 당사자 능력, 청취, 표현 및 통신의 조건하에 서면으로 이용
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 가족관계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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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나 간호는 가족관계의 유지를 도와주어야 하며 본인의 희망, 서
비스의 성격과 법원의 결정의 범위 내에서 진료 가족이나 형제간의
분리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 어린 성인, 또는 형편이
어렵거나 비통에 잠긴 사람이나 가족을 응접, 진료 또는 간호하는
기관은 당국이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응접계획과 맞춤형 간호와 환자의 희망의 범위 내에서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의 종사는 권장된다.
제7조 : 보호받을 권리
환자와 법적 대리인과 가족은 진료나 간호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으
로부터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를 보장 받는다.
환자는 또한 보호받을 권리, 위생과 영양을 포함한 안전의 권리, 건
강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 맞춤형 의료감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제8조 : 자치의 권리
진료나 간호에 규정된 한계 내에서, 법원의 결정, 계약상 또는 서비
스에 따른 의무, 후견적 조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자
유롭게 다닐 권리가 보장된다. 여기에 관해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외
부기관에 다니는 것은 권장된다. 동일한 한계와 범위 내에서 입원기
간동안 입원환자는 재산, 증권, 개인적인 물건을 보유하며 성인인 경
우에는 자산과 소득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 예방과 지원의 원칙
진료나 간호 중에 발생할 애정이나 사회생활의 결과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진료나 간호를 받는 개인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응접받
는 사람의 가족, 법적 대리인과 친지들의 역할은 응접과 개별화된
간호 계획과 법원의 결정의 범위내에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용이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임종의 순간은 임종인과 친지 또는 대리인의
종교적 또는 신앙적 관습과 신념을 존중하여 맞추어진 지원과 도움
과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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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응접 받는 사람에게 부여된 시민의 권리행사를 할 권리
응접 받는 사람에게 부여된 시민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권의 완전한
행사는 기관이 용이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의 범위 내에서 유용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 종교적 의식을 할 권리
다른 신앙의 대표의 방문을 포함한 종교적 의식의 여건은 기관의 임
무나 서비스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용이하여야 한다. 직원들과 환
자는 신앙, 신념, 견해를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종교적 의식에 대한
권리는 기관과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
제12조 : 인간의 존엄과 내면의 존중
인간의 존엄과 완전성에 대한 존중은 보장된다. 진료와 간호 상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면에 대한 권
리는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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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 론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기업들은 모두 경제, 재정, 노동, 사회복지 및
건강, 학교제도, 교통과 환경, 국내 안전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 막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옥션과 GS칼텍스 및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개
인정보의 유출사고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각종 피싱과 해킹 사고
의 위험으로 연결되면서 한동안 전 국민을 개인정보 유출의 공포로
몰아넣은 초유의 사건이었다. 현재 민간영역에서는 발생한 개인정보
의 유출문제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
태이고 제도적 보완 역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각계의 이해관
계가 대립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우리는 위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의
심각한 피해와 후유증을 경험하였으며, 정보화사회에서 기술발달의
뒷받침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도 이미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
슈가 될 만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보의
오․남용과 과도한 정보유통으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손실은 기하급
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까지는 민간부문, 특히 특정 기업군의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상만을
경험했으나, 만일 이러한 상황이 가령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의료
보험 기초자료 유출 등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산망
을 통하여 발생한다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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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민간영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개인정
보보호법제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폭 넓고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국가 또는 공공분야에서
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한 독일에서의 고민과 법체계에 대해
고찰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상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체계적으로 고
찰한 후, 최근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정된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과 공공기관의 정보를 상호간
에 재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재활용법(Informationsweiterverwendungs
-gesetz, IWG)” 및 연방정보보호청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독일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공공기관에 축적된 개인관련정보가 부득이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들 간에 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하
는

경우에

어떠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

(Zugangsrecht)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를
어떤 원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또한 양
자 간의 이익형량의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특성상 독일 측의 자료를 인용하고, 독일의 법
제 현황을 분석하게 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법제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원리에서부터 구
체적인 제도의 순으로, 비교적 오래전에 제정된 연방데이터보호법
(BDSG)으로부터 최근에 제정된 법률 순으로, 법률로부터 기관의 순
으로 체계화하여 내용을 설명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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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회원국의 공통적인 헌법에의 수용과 유럽인권협약(EMRK) 제8조에
근거하여 유럽법원은 1969년부터 데이터보호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과 아직 결
정되지 않은 유럽헌법조약 제II-8조에는 데이터보호에 대한 기본권 규
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은 이러한
규정들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침해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수집과 저
장은 법적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할 경우에
만 허용되며, 비례성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1995년의 데이터보호가이드라인은 데이터보호가이드라인(DSRL) 제
27조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예, 그리고 특히 데이터보호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제19 b)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데이터보호가이드라인(DSRL)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직능단체와 다른 결사를 통해 행위규범의 작성을 진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규범은 회원국들의 법적인 규범들을 통해
데이터보호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보호가이
드라인의 이행은 구속적이고 소송가능한 법적 규정으로 요구되고 있
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법 위반이다. 이것들은 특별한 영역에서 진작되
어야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 이행을 통하여 개별적인 적용범주를 진작
하여야 한다. 행위규범들은 기본적으로 비수속적이지만 회원국들에 의
해 일반구속력이 있다고 선언될 수 있다.
데이터보호가이드라인 제27조 제2항에 의해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규
범들이 데이터보호법에 상응하는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통제기관의 행동규범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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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호가이드라인 제26조 제2항은 특별한 종류의 자율규제를 가
능하게 하고 있다.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3국에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적으로 적정한 데이터보호수준이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보호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3국에서
의 데이터처리를 위해 개인영역의 보호, 기본권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
와 관련하여, 또한 여기에 관련된 권리들의 행사와 관련한 책임 있고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개별회원국들에 의해 허락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은 조약규정들로부터 도출된다. 만일 당사자들이 관
계인들에게 유효한, 데이터보호를 위한 규범들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
사자들은 그러한 전송에 대한 전제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기타 유럽 내에서 중요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들
은 다음과 같다.

○ Richtlinie 95/4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4. Oktober 1995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zum
freien Datenverkehr (EG-Datenschutzrichtlinie)(개인관련적 데이
터 배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데이터유통을 위한 자연인의 보호
에 관한 가이드라인)

○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vom 07.
Dezember 2000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 EG-Datenschutzrichtlinie für die elektronische Kommunikation
vom 12. Juli 2002 (전기커뮤니케이션을 위한 EU데이터보호가이
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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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Empfehlung des Rates über Leitlinien für den Schutz
des

Persönlichkeitsbereichs

und

den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personenbezogener Daten vom 23. September 1980 (개
인영역과 개인정보의 월경 배포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
한 의회의 권고)

○

Richtlinie
Menschen

2006/24/EG:
bei

Übereinkommen

der

zum

automatischen

Schutz

des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vom 28.01.1981 (개인정보의 자동배
포에 있어서의 인간의 보호에 관한 협약)

○ Verordnung (EG) Nr. 45/2001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8. Dezember 2000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die Organe und Einrichtungen der Gemeinschaft und zum
freien Datenverkehr (조직과 사회의 기구를 통한 자유로운 데이
터유통을 위한 개인정보의 유포에 있어서의 자연인의 보호에 관
한 유럽연합의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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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관련법제 개관
1. 개 관
독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관련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의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등 세 가지 관련 법제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당해 기관에서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재활용법(IWG)”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첫째,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통신은 서신․전신․전화 등으로 상호간
의 소식을 알리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은 의사소통의 내용이나 연락의
수단 자체를 의미한다. 독일법상 통신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과
같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

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먼저 통신의 자유는 통신자의 내용에 대해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누
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비밀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언
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통신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나 타인의 간섭
을 받지 않을 자유도 통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통신행위 또는 통신 중 합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통신, 가
령 허가 없이 행하는 무선통신과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통신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 및 서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단행법으로는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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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고 있다.
둘째, 한편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관점에서 개인관련 자료를 수집․활용․재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970년 헤센주가
세계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독일정보보호법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7년에는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발효되었다. 그 후 1983.12.15.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명한 인
구조사판결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관하여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Selbstbestimmungsgesetz)’을 인정하였고, 이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후 1990년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이 개정되었다.
셋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문제

및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법

(Informationsfreheitsgesetz, IFG)”는 위의 다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다 비교적 늦게 논의되고 법제화되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두번째 문단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반인
에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취득할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에 접근가능한’ 정보원이란 개
별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 인적범위, 가령 일반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도
록 기술적으로 적당한 것만을 말한다.45) 또한 ‘정보자유의 기본권’은
방어권(Abwehrrecht)으로써, 단지 일반대중이 이미 근접할 수 있는 정
보에의 접근이 방해 받지 않도록 보호할 뿐, 어떠한 특정한 정보원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46)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에서의 헌법상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47) 따라
45) BVerfGE 27, 71 (83 f.); 33, 52 (65); 90, 27 (32).
46) 정보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규범적 특징에 대하여는 BVerfGE 103, 44 (61) 참조.
47) Kleye, in: Ehrenzeller u.a. (Hrsg.), Die schweizerische Bundesverfassung, 2002, Art.
16 Rn. 32 이하 Stutter, Informationszugang in der Schweiz, DuD 2003, 48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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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정청의 문서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권에 해
당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의 합법성과 공
개성 및 민주적 절차를 내부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지에 관한 국민적
감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청의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논의
가 있어 왔다.
그러나 독일이 문화적으로 행정우위의 국가사상에 기반하고 있고,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시를 위하여 행정문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을 이유로 행정청의 문서를 공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
립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행정문서를 외부인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데 많
은 제약이 있었는데, 독일 내에서도 다른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 행정문서
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최근(2005년) “정보자유법
(IFG)”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관청에 대
해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그 밖의 연방기관이나 시설들
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적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률
이 적용되는데 법률에서 의미하는 관청에 대해서는 당해 관청이 수행
하는 공법상의 과제에 관련된 자연인과 법인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정보자유법 제1조 제1항).
행정 관청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청구자가 특정 방
식으로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특히 행정비용이 높아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정보자유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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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제2항).
공적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다른 법규정들은 행정절차법 제29조 및
사회법전 제25조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정보자유
법 제3항).

2. 독일의 통신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의 체계화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와 입법활동이 있었다.
그 결과 지난 1970년 헤센주가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화
하였으며, 1977년에는 연방차원에서 모든 주에 적용되는 “연방테이터
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기초
로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연방 및 각 주에 개인정보
보호관이 투입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83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정보사회에서 시민의 사적 영
역 보호, 특히 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한 첫 번째 판
결로서의 의미를 갖는 인구조사판결48) 이래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
통신기술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논의 결과 1991년
에 개정되었으며, 지난 1995년 제정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반영
하기 위한 제3차 연방데이터보호법 개정작업이 있었다.
이 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은 2001년까지 계속
되어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국내에 적용하였음은 물론 연방데이터
보호법을 간소화하고 간이화함은 물론 100개 이상인 개인정보보호관
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연방데이터보호법의 현대화(Modernisierung
48)

BVerfGE 65, 1, 1983.12.5.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인구조사법
(Volkszälungsgesetz)”의 규정이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선고하였다.

- 95 -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를 이룩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일에서
는 보다 쉽게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여 실생활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 후 독일 의회는 2007년 1월 18일 연방정부 경제기술부가 입안한
새로운 융합서비스 법률인 “특정한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에 관한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일명 전자상거래통합법, EIGVG)”을
의결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방송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통합법은 연방방송법규인 제9차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RStV)”이 발효되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상거래통합법에 의하여 방송과 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법안인 연방정부가 제정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
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e: IuKDG)”과
그 하위 법률인 “텔레서비스법(TDG)”, 그리고 16개 주정부가 제정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DStV)”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연방정부
가

입법

및

행정관할권을

갖는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으로 통합하였다.
독일의 멀티미디어 관련법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에 대한 관할기관 및 적용법규의 분리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방송에 대해서는 9차 협약
개정을 통하여 새로 ‘텔레미디어’라는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국가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für Rundfunk
und Telemedien)”으로 명명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여 방송은 물론이고
텔레미디어의 일부가 방송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통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방관할의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
통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통신법(TKG)”은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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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는 연방
관할의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기존
에 연방관할이던 “텔레서비스법(TDG)”과 각 주(州)의 관할에 속하던
“미디어서비스 국가협약(MDStV)”의 내용을 통합하여

“텔레미디어

(Telemedia)”라는 개념을 창출하고 이에 대한 관할을 연방에 위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3월 1일부터 방송과 통신, 텔레미디어에 대한 법규가
재정비되면서 독일의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률들은 (그림
2-1)과 같이 3개의 큰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림 2-1) 독일의 방송․통신․텔레미디어 및 정보보호관련법률

* (TKG: 통신법, BDSG: 연방데이터보호법, IuKDG: 정보와커뮤니케이션서
비스법, TDDSG: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 TDG: 텔레서비스법, EIGVG:
전자상거래통합법, MDStG: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 RStV: 방송국가협약,
기호: … 현행유지, ― 신설 또는 개정)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은 공적·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체계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방의 데
이터보호법과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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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규정이 적용
되지만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연방데이터보
호법 제1조 제3항). 과거에는 일반법인 연방데이터보호법에 비해 주요한
특별법으로는

통신법(TKG)과

통신서비스개인정보보호법

(Teledienstedatenschutzgesetz, TDDSG)을 들 수 있었지만 2007년의
법제 체계정비로 인하여 “통신서비스개인정보보호법(TDDSG)”은 연방
데이터보호법으로 흡수되게 되었다.
통신법은 기본권 중의 하나인 통신비밀(독일기본법 제10조)의 보호
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제85조 이하), 이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 및 수령하는 모든 기술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제3조).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에는 텔레뱅킹, 전자우편 등의 개인통신들이 포함된다.

3. 독일의 행정정보접근권의 체계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1766년 스웨덴의
“언론ㆍ출판의자유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행정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행정정보접근권
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지난 2004년 EU헌법조약에까지
명문화되게 되었다.
한편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963년 10월 3일 자유민주적 공
동체에 있어서 정보접근 자유의 법적․정치적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서 보장되고 있는 정
보의 자유는 두가지의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기본법 제
20조 제1항의 민주주의 원칙과의 관련성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는 자
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가능한 잘 제공받고 있는 여론 없이는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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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한편, 정보접근의 자유는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개인권적 요소도 보여주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취
득하고, 자신의 지식을 넓히며, 이렇게 스스로의 인격과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속하는 바, 더욱이 정보를 보유하
는 것은 현대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정보자유권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국민은 이러한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민주적인 의미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
게 되며, 자기 개인의 사무와 정치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
제조건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49) 라고 하여 매우 중요
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권을 일반적으로는 인정하
지 않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최근까지 다음과 같은 반대 이유로 정보
자유법의 의결이 어려웠었다.
첫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만일 행정정보청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
청은 본연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행정청은 이미 의회와 법원의 광범위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정보접근의 자유로 인해 행정청의 활동에 대한 감독에 있어 부분적인
자의와 독단이 초래될 수 있다.
넷째,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특별규정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즉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행정절차법이나 환경보호법에 이미 행정정
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만일 정보청구권이 확대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이
위축될 수 있고,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어 적절한 보호가 불
가능하게 될 것이다.
49) BVerfGE 2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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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정청의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는데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이 정보를 모두 공
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반대하는 측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는 이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지니고 있는
개개인에게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지만, 단행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
장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가령 행정절차법에 의해 절차참가
자가 자신의 법적 이익을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해 서류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만 허용되는 시간적
제약성과, 행정절차의 참가자에게만 부여된다는 인적 제약성이 있다.
또한 환경정보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관련문서는 신청인의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권을 지닌다. 하지만 이 역시 환경관련문
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대상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에서 최근 정보자유법(IFG)을 제정하여 정보접근
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큰 의가가 있고 이 법의 제정으로 인
하여 독일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
이러한 정보접근권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입법화함으로써 본격적으
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주헌법 제21조 제4항에
명시된 입법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1998년 “문서열람 및 정보접근
법(AIG Bbg)”을 채택하여 독일에서 최초의 일반적인 정보자유법을 발
효시켰다. 이로써 독일최초로 누구나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문서를
열람할 광범위한 주관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의 행
사를 위해 해당문서가 정당한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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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청구권은 특정한 내용으로 국한되고 예
외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가 ‘원
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이전의 법리에서 진일보하여 “행정문서는 원칙
적으로 공개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한다”는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후 독일 연방정부차원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법제정문제는 녹
색당의 주요관심사 중의 하나였으며, 1998년과 2002년 사민당/녹색당
의 연정협약의 주요 내용이 된 바 있다. 이후 슈뢰더 행정부하의 정부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2월14일 “연방이 보유한 정보에의 접근
에 관한 법(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이하 정보자유법)”의 초안을 제출하였고 동법안을 약간 수정
하여 지난 2005년 6월 3일 하원을 통과하여 2006년 1월 1일부로 효력
을 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정보자유법(IFG)을 통하여 정보접근의 자유를 실
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권이 절대적
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에 의해 한정되고 있긴 하지만, 이로
써 누구나가 법적 이익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고도
행정기관의 서류를 열람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4. 독일의 정보재활용법(IWG)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정보는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기관의 정보들이 상호 공유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의외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기관이 어떠한 행위형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등원칙과 투명성기준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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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보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특히 기업들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추
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 수단을 예컨대 전자적인 부가가치서비스를 위하여 -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이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경
제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유럽차원에서는 유럽의회와 평의회를 통하
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유럽공동체 준칙의 공포권한은 유럽
공동체설립조약(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GV)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공부문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2003.11.17.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국내시장이 마찰 없이 작동하는데 기여하고 이
를 통해 완전한 정보사회로의 발전을 유럽공동체 내에서 보장하는 것
이다. 유럽공동체 가이드라인은 유럽 국내시장의 두 기둥, 즉 투명성
과 공정한 경쟁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을 추구하고 있다.

○ 공공기관정보의 도움으로 전체 유럽공동체의 정보상품 및 서비
스의 제조를 용이하게 함
○ 부가가치-정보상품 및 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사기업에 의
한 국경을 넘는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
○ 유럽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규제함

이와 같이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문서의 재
활용 및 문서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실제적인 수단에 관한 규정
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적절한 권리가 부
여되는, 문서의 차별 없는 재활용의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독일 국내 규정들은 이러한 목적에
최소한도로 부합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이 강

- 102 -

구되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2006년 당시까지 독일에서 정보재활용
법(IWG)이 발효되면서 변환된 2003/98/유럽공동체 준칙의 목적은 더
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을 용이하
게 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추가로 사용하게 하는
사례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의 재활용은 공평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나치게 높은 비용부담 없이 그리고 가능한 한 배타적이지 않게 이
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당시 법규정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의 규정 내용을 완
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독일의 법제로
변환한 것이 바로 2006년 제정된 정보재활용법(IWG)이다.
정보재활용법(IWG)은 공공부문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준칙의 변환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보상품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유럽의 국내시장
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이 법은 특히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정보상품과 정보서비스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가령 지리기본자료는 이를 담당하는 16개 연방주에 의해 조사되고
관리되며 제출된다. 연방 지도제작 및 측지국(Das Bundesamt für
Kartograhie und Geodäsie, BKG)은 지리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조화시
키며 각 州와 협력하여 이러한 자료 기록을 州를 넘어서 확장한다
(Bundestagsdrucksache 15/5834, S. 7). 연방 지도제작 및 측지국은 온
라인포탈 http://www.geodatenzentrum.de을 설치하였으며, 이 온라인
포탈을 통해 독일 연방공화국의 영역의 디지털 지리기본자료가 중점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보충적으로 연방 지도제작 및 측지국은 지리자료
검색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메타정보시스템(Metainformationssystem)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연방의 공공기관 중 한 분야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만일 그대
로 당해 분야에만 사용될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들은 필요한 경우 각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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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보재활용법(IWG)의 기본적인 이념이다.
이렇게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필요
한 경우 제공함으로써 정보상품과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유럽의 국내
시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기업이 특히
디지털적인 내용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의 원자료로서 공공기관정보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법은, 공공기관이 그 공적인 업무영역에서 작
성하고 재활용하도록 한,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을 위한 법률상의 영
역을 창출한다.
하지만 이 법은 공공기관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권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사용하도록 한 정보
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연방 및 州의 기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정보에
대한 접근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이 법은, 정보를 재활용하
도록 하게 하는, 공공기관의 원칙적인 의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재활용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오히려 관련 공공기관의
일에 속한다. 이미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제
3자도 차별 없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의 재활용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공공기관의 정보재활용법(IWG)에 의하면 한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재활용할 수 있다. 비록 정보재활용법
(IWG)은 행정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개념이 아
니므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자유법(IFG)의 내
용과 개념과 구성 및 이념이 다르다.
만일 한 공공기관이 특정한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이 의료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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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민감한 개인관련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지난 2008년 말 쌀직불금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을 당시
야당과 일부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관료 중 쌀직불금을 수령
한 당사자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상세한 세무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것
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반대론자들에 의하면 만일 쌀직
불금 수령자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의료보험관련 자료들을 열람하게
할 경우 개인들의 병력, 재무관계, 병역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문제는 공단 측의 강력한 거부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
지만 정치적인 논란은 접어두고, 만일 이렇게 의료보험료 산정을 위하
여 수집된 개인관련 정보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관련 정보들을 각 기관이
공유하고 활용하게 허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시너지효과가 발
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개인관련 정보를 관리해야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문제, 즉 개인관련정보의 수집, 활용의 주무부서가 불명
확해짐으로써 개인정보가 오용․악용되고 나아가 유출될 수 있는 위
험성이 매우 크다는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재활용법을 분석하는 데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시각, 즉 경제적 이익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문제점 최소화라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
해 고찰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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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BDSG)
1.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의 목적과 적용범위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은 크게 6개의 장(Abschnitt)과 46개의 조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적인 개념,

제2장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의 생산

(Datenverarbeitung für öffentliche Stellen)
상의

경쟁기업의

개인정보생산

(Sondervorschriften),

제5장은

제3장은 민간부문과 공법

문제,

제4장은

형벌규정과

특별규정

벌금규정(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제6장은 경과규정(Übergangsvorschriften)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

(Persönlichkeitsrecht)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다(법 제1조 제1항). 이
법률은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의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Erhebung), 생산(Verarbeitung)과 이용(Nutzung)를 다음과 같은 영역
에서 이용할 경우에 적용된다(동법 제1조 제2항).

○ 연방의 공공부문
○ 개인정보보호가 주의 법률을 통하여 보호되지 않는 주의 공공부
문과 아울러 연방법을 실행하거나 사법기관으로서 활동하고 그것
이 개인정보 보호의 행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의 공공부문
○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이 다만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이 아니
라는 것을 전제로 민간부문에 있어 정보처리기를 통하여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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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생산, 이용 또는 수집하는 경우 또는 비자동화된 개인정보
의 모음집을 통해 개인정보를 생산, 이용, 수집하는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방법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적인 비밀준수의무 또는 법률규정과
관계없는 직업상 또는 특별한 공무상의 비밀 준수의무는 이 법률에
따른다. 또한 이 법은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하여 개인관련정보를 생산
하여야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Verwaltungverfahrensgesetz)보다 우선
하여 적용된다.
연방데이터보호법은 독일 연방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원칙적
으로 독일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연방과 주의 공공기관 및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연방데이터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
니며 개별 주에서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즉 이 경우에는 연방법의 적용이
배제되게 된다. 또한 개별 분야에 별개의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도 역
시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각 개별적인 특별법이 적용된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상업적 또는 업무상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적
인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를 근거로 본인과 관련된 정보
의 제공, 이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은 공동체의 민주적 운용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를 보호하는 것은 독점적 정보 이용이 아닌 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
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의
연방데이터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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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는 법률의 규정이나 정보주체가 정보 처리의 범위와
목적에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또한 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보주체가 합법성을 검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미리 정보수집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정보가 가공 또는 재처리될 경우 이를 통보
받을 수 있다.

2. 연방데이터보호법상의 개인정보관련 개념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상 ‘개인정보’라 함은 특정한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의 인적 또는 물적 관계에 관한 일체의 진술(정보)을 말
한다(법 제3조 제1항).
이 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특정되거나 또는 특정 가능한
‘자연인’의 인적․물적 관계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이에 따
라 사자(死者) 또는 법인의 정보는 제외된다. 한편,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유사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개인정보인 자동화되지 않은 정보파일의 처리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관련인에 대한 자료
의 마련을 말하고, ‘개인정보의 생산’이란 생산방법의 형식에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저장, 변경, 전송 차단 및 삭제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정보
의 ‘이용’이란 개인관련 정보의 생산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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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데이터보호법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은 ‘연방의 공공부문(Öffentliche Stellen des
Bundes)’, ‘주의 공공부문(Öffentliche Stellen der Länder)’ 및 ‘공공행
정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과 주 공공부문의 사법단체(Vereinigungen des
privaten Rechts von öffentlichen Stell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die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wahrnehmen)’ 등
3 가지 종류의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연방의 공공부문(Öffentliche Stellen des Bundes)’이라 함
은 연방관청, 연방의 사법기관 그리고 다른 공법에 의해 조직된 연방
시설물, 연방의 공법인, 연방의 공법상의 재단․사단의 영조물 및 법
형식에 관계없이 구성된 그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우편법에 의거하여
독점적

권리가

주어진

우편행정특별기금으로

구성된

독일우체국

(Bundespost)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공공부문으로 본다.
한편 ‘주의 공공부문(Öffentliche Stellen der Länder)’이라 함은 주의
관청, 주의 사법기관 그리고 다른 공법상 조직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물,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법인과 아울러 법형식에 관계없이 구
성된 그들의 단체(Vereinigungen)를 의미한다.
또한 ‘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과 주 공공부문의 사법단체’라 함
은 주의 영역을 넘어서 활동하거나 또는 연방이 주권 또는 투표권의
단순절대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상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연방데이터보호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그 이외의 경우, 즉 ‘연방의 공공부문’, ‘주의 공공부문’, ‘공행정업무
를 담당하는 연방과 주 공공부문의 사법단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 사법상의 자연인과 법인, 기업과 다른 사법상의 단체는
민간부문이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2조 제4항 제1문). 민간부문이 공공
행정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민간부문은 이 법률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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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공부문이 된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2조 제4항 제2문).

4. 정보주체의 권리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은 제2장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접근권(제19조, 제34조), 통지받을 권리(제19a조), 정
정·삭제·차단 청구권(제20조, 제35조), 이의제기권(제20조제5항)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제6조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계약 등 다른 법률행위에
의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생산․이용
이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은 단지 이
법률과 다른 관련 법률에서 허락하거나 규정하고 있고 관련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 생산, 이용할 때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의 동의
를 얻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관련인에게 직접 수집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협력
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거나 강제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경우
○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행정임무와 영업목적이 다
른 사람에게서 또는 기관에게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필요하게 하
는 경우이거나
○ 관련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 비례하지 않는 낭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인의 우월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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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에만 관련인의 협력이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연방정보보호법 제4조 제2항).

만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인의 자
유결정에 의해야만 효력이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필요하거나 관련 당
사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동의의 거부에 따른 결과에 대해 관련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생산 또는 이용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한다. 동
의는 특별한 상황에 따른 다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만일 동의가 다른 설명과 함께 서면의 형식으로 주
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이 동의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연방데이터
보호법 제4a조 제1항).

6.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연방데이터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연방정보보호청에 개인정보
처리행위와 관련된 소정의 사항을 고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제4d조 1
항). 각 공공기관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반
드시 연방정보보호청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의무는 수범대상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Data protection officer)를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면제된다. 연방데이터
보호법 제4f조에 따르면, 자동화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모든 자
와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최소 20명 이상의 인원이 고용되는 단체(수기
정보취급기관 포함)에서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따
라서 대부분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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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기관외부 전송과 제한사유
가. 외국 및 유럽연합으로의 개인정보의 전송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제4b조에 의하면 외국 및 국제기구, 가령
유럽연합의 회원국, 유럽경제연방의 가입국, 유럽연합의 기관이나 영
조물로 개인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히 위에서 언급된 기관이 적정한 개인정보보
호수준을 보장할 경우에만 전송이 허락된다. 또한 분쟁해결 또는 갈등
방지나 인류애의 보호를 위한 대책에 있어 필요한 국방상 이유 또는
국제법적인 의무이행의결과로 연방의 공공부문의 자기목적 충족을 위
한 전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4b조 제2항).
이 경우 전송의 허락에 대한 책임은 전송자가 진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4b조 제5항).

나. 공공부문으로의 개인정보의 전송

공공부문으로의 개인정보의 전송은 (1) 전송자 또는 전송 받은 제3
자의 책임성과의 관계에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2)
연방데이터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이용이 허락되는 전제조건들이 사전
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15조 제1항). 한
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
은 엄격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다. 민간부문에로의 전송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민간부문으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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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의 전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 전송자 또는 전송받은 제3자의 책임성과의 관련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14조에 따라 이용이 하락되는 전제
조건이 사전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 개인정보를 전송 받는 제3자가 전송된 개인정보의 지식에 대한
권한 있는 이익을 얻게 됨을 신뢰성 있게 입증하고, 관련인은 전
송배제에 대한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특별한 종류(제3조 제9항)
의 개인정보의 전송은 제1문 2번은 예외로 하고 단지 제14조 제
5항과 제6항에 따른 이용을 허락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거나 법적
청구의 유효주장, 실행,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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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방의 정보자유법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
1. 독일 정보자유법의 연혁
가. 전통적인 일반 행정법상의 문서공개 제한원칙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행정법이 기밀엄수 의무의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당사자들에게조차 문서 열람은 법
원소송의 차원에서만 허용되었다. 이는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정
소송이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일반 행정법상에서는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문서의 비밀을 준수하는 것, 즉 문서공개 제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
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당사자들에 대한 문서열람 여부 또는 그 열
람 정도에 대한 결정은 오직 행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법제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되었
고, 심지어는 소송 당사자달의 법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조차 소송당사자가 요청한 문서의 열람을 거부하는 처분이 내
려지기도 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일반 행정법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모든 행정문서
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행정문서를 공개한
다. 가령 연방행정절차법(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
G)50) 제29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문서열람청구권은 절차참가자 자
신의 법적 이익주장이나 방어를 위해, 단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50) “Verwaltungsverfahren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3. Januar
2003(BGBl. I S. 102),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0 des Gesetzes vom 17.
Dezember 2008(BGBl. I S.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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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열람청구권이 존재한다.51) 즉 행정기관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
구권은 행정절차의 개시 후에야 발생하며, 최소한 당해 절차의 종결과
함께 처리되어야 하며 그 시간이 도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나. 특별행정법분야에서의 정보접근권

(1) 비밀엄수의 원칙(Grundsatz des Amtsgeheimnisses)

독일 법제에 의하면 특별행정법분야에서는 조회청구권의 형태로 일
련의 정보접근권이 존재한다.
가령 연방데이터보호법 제19조에서는 “관련인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인의 개인정보의 출처를 포함하여 저장된 개인정보
○ 개인정보가 계속적으로 전달된 수신인 또는 수신인의 목록
○ 저장의 목적
이전의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StVG)”52) 제19조에
존재했던 유사한 내용의 규정은 2008년 법개정으로 연방데이터보호법
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이나 도로교통법(StVG)에 있어서도
법률상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니며 당
사자성(Betroffenheit)을 전제로 하며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관
련인에게 제3자인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51) Nolte, Die Herausforderung für das dt. Recht der Akteneinschit durch europäisches
Verwaltungsrecht, DÖV 1999, S.. 363ff. Bohl, Der ewige Kampf des Rechtsanwalts
um die Akteneinsicht, NVwZ 2005, S. 133. 이하..
52) Straßenverkehrsgesetz (StVG) in der Fassung des Inkrafttretens vom 30.12.2008.
Letzte Änderung durch: 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vom 22. Dezember 2008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08 Teil I Nr. 64 S. 2965,
ausgegeben zu Bonn am 29. Dez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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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된 문서공개의 원칙
(Grundsatz der beschränkten AktenöKffentlichkeit)

이러한 독일 행정법상의 비밀엄수의 원칙은 1968년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변화를 맞게 된다. 이 판결에서는 최초로 행정쟁송의 당사
자가 문서열람을 신청했을 때 재량권에 의해 무결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요청하는 주관적 청구권을 가지며, 자신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
는 소의 제기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도 문서의 열람청구권은 신청자가 “문서열람이
자기 자신의 문서이고, 매우 중대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반드시”, “정당한 이해관
계”에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문서열람이 허용되었다.
또한 그 후 1977년에 행정절차법(VwVfG)이 발효되면서 이러한 “제
한된 문서공개의 원칙”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53)에 명시되게 되었
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절차법(VwVfG)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국가권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기 보다는 개개인의
법적 방어를 위해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규정을
통해 마련된 문서공개제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
영될 수 밖에 없었다.
개인의 경우 행정절차법(VwVfG)에 의하면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당사자(참여자)로 제한된다. 그에 반하여 제3자(Dritte)는 일반
적으로 문서열람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53) 독일 행정절차법(VwVfG) § 30 Geheimhaltung(비밀유지) : “관련인은 특히 개인적인
생활영역에 속하는 비밀 및 경영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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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적으로는 문서접근권은 행정쟁송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다.54)

다. 연방과 각주에서의 정보자유법 (Bundes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 제정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두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든지 일반
인에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취득할 권리
를 지닌다. 여리에서의 “일반인에 접근가능한” 정보원이란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 인적 범위, 가령 일반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술
적으로 적정한 것을 말한다.55) 이런 의미에서는 행정청의 문서는 “일
반인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56)
정보자유법(IFG)은 각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으로 규정되기 시
작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6년에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공포하고 1996년 정보기술의 발전을 고려하
여 개정된 바 있다. 이 밖에도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네델
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등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미
국이나 스웨덴의 예를 따라 ‘정보자유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럽연합국가 이외에도 다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는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조건 없는 일반적 권리로서 정보접근권을 허용하고 있다.57)
54) 독일 행정절차법(VwVfG) 제29조 제2항 및 제30조 참조.
55) BVerfGE 27, 71(83f.); 33, 52(65); 90, 27(32)
56) Gröschner, Transparente Verwaltung: Konturen eines Informationsverwaltungsrechts,
VVDStRL 63, 2004, S. 363. Bull, Datenschutz Informationsrecht und Rechtspolitik,
2005, S. 86ff. 참조.
57)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Rossi, Entwicklung des Informationsrechts in
Deutschland - Informationsfreiheitsgesetz und Datenschutzgesetz -, 공법연구 제3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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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법에서는 유럽공동체기관이 보유한 문서에 대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만이 특정 행정
영역(가령 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자신의 개인파일의 열람)의 서류열람
에 국한되었다. 정보접근권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유럽공동체구성국
에 주소를 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지닌다고 규정한 유럽공동체조약 제255조 제1
항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성문화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1년 이른바 행정의
“투명성 규율명령(Transparenzverordnung)”이 발령되었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정보접근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공공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후 공공문서에 대한 접근권은 EU헌법조약에도 수용되었다. EU헌
법조약 II-102조(문서접근권)에는 “EU시민, EU회원국에 거주지와 정관
에 따른 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그 형식을 불문하
고 유럽연합의 기구,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에 대한 접
근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58)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늦게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의 행정이 소위 “투명성”이나 공개성의 원칙이 아
닌 “비밀유지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독일에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행정청의 재
량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59)
이러한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행정작용은 오늘날 시민과의 협력적 관
계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필요성과 아울러 균형 잡힌 정보를 분배해
제4호, 2007, 159-160쪽; 이상해,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2006,
589-615쪽.
58) 보다 상세한 것은 Kranenborg, It is Time to Revise the European Regulation on
Public Access to Documents?, European Public Law 2006, S. 251 이하 참조..
59) Scherzberg, Von den arcana imperii zur freedom of information - Der lange Weg
zur Öffentlichkeit der Verwaltung, ThürVBl 2003, S.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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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발맞추고, 국
내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마침내 독일에서는 행정정
보에 대한 접근권을 연방차원에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차원에서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먼저 연방
주들에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연방주차원에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였
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주헌법 제21조 제4항에 명시된 입법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1998년 “문서열람 및 접보접근법(AIG BbG)”를 채택하
여 독일 최초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문서를 열람할 광범
위한 주관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
여 문서가 정당한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청구권은 특정한 내용으로 국한되며 일
정한 예외 하에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뒤이어 베를린에서도 1999년 “베를린 정보자유법(IFG IfG Bln)”을
공포하였고, 2000년 2월에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도 “정보자유법
(IFG SH)”를 제정하였다.
연방차원에서의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은 제14대
의회회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01년 발생한 9․11테러로 인하
여 법안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2005년에 이르러서야
이 제정되었다.
연방차원의 정보자유법이 공포된 이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2006.7.29), 함부르크(2006.8.1), 브레멘(2006.8.1), 자알란트(2006.9.15) 등
에서 정보자유법이 입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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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의 주체
독일의 정보자유법(IFG)60) 제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이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연방관청에 대해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그 밖의 연방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적 행정과제를 수행
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률이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관청에
대해서는 그 관청이 수행하는 과제에 관련된 자연인과 법인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 법률의 기본규범으로서 연방의 기관들과 시설들에 대
하여 공적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공적 정보
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제1호 참고).
정보공개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인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란 자연인과 아울러 법인도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법인에는 물
론 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공
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 반면에, 공법인에 대해
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의 명의로 정보공
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61)

60)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 IFG vom 5. September 2005 (BGBl. I S. 2722)
61) Rossi, Informationsfreiheitsgesetz Handkommentar, 2006,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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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

3.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가. 연방의 관청

정보공개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
는 것은 연방관청 및 그 밖의 연방기관과 시설들이다. 피청구인
(Anspruchsgegner)은 공법상의 행정과제를 실행하는 한 연방의 관청
(Behoerden)(제1문), 특별연방기관(sonstige Bundesbehoerorgane)과 연
방의 시설(Bundeseinrichtung)(제2문) 그리고 연방관청이 공법상의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해 봉사하는 민법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들(제3문)이다.
제1문에 있어서의 관청(Behörde)의 개념은 행정소송법(VwVfG) 제1
조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는 공행정과제를 수행한다. 정보자유
법(IFG)의 적용을 위해서는 공적인 행정과제의 수행에 있어 행정관청
이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어느 쪽의 행위유형을 취하고 있는지는 중
요하지 않다(unerheblich). 연방관청에는 외국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외
국대표기관(Auslandvertretung)도 포함된다〔(가령 외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swartigen Dienst) 제2조)〕.
연방관청들이 유럽법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경우〔(가령 연방은행법
(Bundesbakgesetz) 연방은행이 유럽중앙은행의 한 집합적인 한 부분이
되는 경우)〕이 관청들은 공동체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방주들에 있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보자유를 위한 개별적인 주
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정보자유를 위한 정보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자유법제는 모든 주들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연방관청(Bundesbehoerde)’이라 함은 형식적인 관청의 개념이 아니
라 기능적인 관점의 관청개념이다. 즉 명칭과는 상관없이 기능적 측면
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조직상의 독립을
유지하는 공적 행정과제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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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연방관청은 독일 기본법 제86조에 의거하여 연방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청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연방대통령, 독일 의회의장, 연방하원, 연방헌법재판소
의 소장,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연방수상, 연방정부의 문화
미디어 담당기관, 연방청 등이다.
또한 ‘최고연방기관(die obersten Bundesbehoerden)’ 들은 연방관청
에 대한 감독과 가령 연방노동청 등 78개에 달하는 기관들에 대한 법
적

감독,

가령

프로이센

문화재단

등

23개의

공법상의

재단

(Stiftungen) 그리고 재건신용청(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등이다.
나아가 69개의 ‘연방고위관청(die Bundesoberbehoerden)’이라 함은
연방장관에 의하여 직접 조직된 조직 자체(다만 연방대변인청, 연방방
위행정청, 방위기술 및 Beschaffung)와 아울러 연방부에 직접 소속되
지 않은 기관들, 가령 연방국세청, 연방행정청, 연방형사청, 연방보험
청, 연방정보기관, 연방네트워크청 또는 연방기술Hilfswerk 등이다.
또 셋째, ‘연방중간기관(Die Bundesmittelbehoerden)’은 연방성과 하
위 행정기관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관들로서 몇몇 특별 분야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연방재정청(Bundesfinanzdirektion) 등을 36개의 기관을
말한다.
‘연방하부기관(Die Bundesunterbehoerden)’이라 함은 간접적으로 조직
되어 비교적 협소한 분야에만 권한을 갖는 담수와 선박통행청(Wasser-und
Schifffahrtsämter), 연방방위청(Bundeswehr-Dienstleistungszentren) 또는
중앙관세청(Hauptzollämter) 등 304개의 기관이다.
연방은 기본법 제87조, 제87b조(연방방위행정), 제87d조(대기교통) 등
에 의거하여 연방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이 모
두 “연방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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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사인(私人)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이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인(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62)

나. 특별연방기관과 연방의 시설
(sonstige Bundesbehoerorgane udn -einrichtung)(제2문)

‘특별연방기관과 연방의 시설’이라 함은 연방의회(Bundestag), 연방
하원(Bundresrat),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법원
들(Bundesgerichte), 연방은행(Bundesbank), 대학들과 연방의 연구기관
들이다.
이들은 공행정과제를 수행하는 한 정보접근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
한다. 오직 일부의 기능이 공행정과제를 수행하는 시설들, 가령 연방
의 신용기관(Kreditinstitute des Bundes)들은 오직 연방의 공행정과제
를 수행하는 한도에서만 정보접근을 허락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특병연방기관과

연방시설들에

있어서는

공행정과제

(öffentlich-rechtlichen Verwaltungsaufgaben)에 한정하여 정보접근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의회의 업무 수행, 특히 입법, 연방정부에 대한 통제, 선거심사,
연방의회의 법률보호와 연방의회 의원들의 보호문제 - 가령 면책
특권에 관한 업무들(Immunitaetsangelegenheitten), 청원과 국가
방위에 관한 사항 등 -, 국내․외적, 국제적 지위에 대한 의회차
원의 접촉에 관한 사항
62) M. Rossi, a.a.O., 2006, S. 4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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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Rechtssprechung)
○ 특별히 독립적인 행위들(가령 경제연합과 통화연합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독일 연방은행 화폐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조언)
○ 연방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많은 사항들(가령 대통령 행위에 대한
준비와 연방대통령의 외교행위 등에 관한 사항)
○ 연방의 자문기관(만일 이러한 기관들이 제1문상의 의미에서의 연
방기관이 아닌 경우)

다. 민법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en des Privatrechts)

연방관청이 공법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봉사하는 민법상의 자연
인 또는 법인 등은 정보자유법(IFG)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
를 진다.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당사자로서 대표적인 것은 행
정보조원(Verwaltungshelfer)이다.
공적 과제의 의미는 공적 규범을 도출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
(staatliche Aufgabe)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공복리에 중요한, 공적 과
제를 위해 중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
된 개인은 공적과제를 위임받은 관청으로 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
청이며, 정보자유법은 개인에게 대하여 정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정보자유법 제7조 제1항 제2문).

4.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접근청구권은 전제조건이 없다. 특히 청구권자는 청구된 정보
(begehrten Information)와 법적 또는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지거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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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이해관계를 유효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정보접근에 대한 예외는
제3조에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은
관청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문서비밀(Aktengeheimnis)과 행정의 신뢰성(Vertraulichkeit
der Verwaltung)에 반하여 거증책임의 전환이 전환(Umkehr der
Begüngdungslast). 접근청구권은 계약에 의한 신뢰협정(vertragliche
Vertraulichkeitsabrede)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54조
제1문 제2문 및 민법(BGB) 제134조에 의거하여 신뢰협정에 의하여 정
보접근권을 배제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정보접근의 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제1문).
○ 정보제공(제7조 제3항과 비교)
○ 문서열람
○ 특별한 방법에 의한 사용제공(특히 사본교부, 또한 가령 테이프
청취 등의 문제)
청구권자는 이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
진다. 관청은 청구된 서류에 대한 정보접근을 제2문에 규정된 중요한
이유에 근거해서만 거부할 수 있다. ‘중요한 이유’라 함은 제3문에 규
정된 이유들, 특히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유형의 청구가 제기되어 행
정비용이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가령 제7조 제1항 제4
문과 비교).
또한 제3조에서 제6조의 보호범위와 관련한 물질적인 근거들도 고려
의 대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 중 일부에 대한 사본을 이용하
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반대로 가령 저작권법상의 이유로
문서를 복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또는 문서열람이 가능해야 한다(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정보자유법(IFG) 제1조 제2항에서는 “관청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
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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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할 수 있다. 청구자가 특정한 방식의 정보제공을 요망할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특히 행정비용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을 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다른 정보접근권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자유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들보다 우선
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정보자유법과 달리 다른 특별규범에 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특별 규범이 적용된다. 이것은 당해
규범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정보공
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자유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규정은 가령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슈타지서류법(Stzsi-Unterlagen-Gesetz)”,
(Bundesarchivgesetz)”,

“연방아카이브법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제19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와 SGB X 제25조에는 일반적인 정차법상의 문서
열람을 위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보자유법을 완
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정보자유법과 함께 적용된다.
정보자유법은 절차비참가자에도 적용되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
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부사유들이 정보자유법 제3조에서 제6조에 규
정되어 있는 거절의 사유들보다 적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
를 경우 문서열람권이 청구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제3항은 다른 정보접근권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
본적으로 정보자유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들보다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정보자유법과 달리 다른 특별규범에 또다
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특별 규범이 적용된다. 이것은 당해 규
범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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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자유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규정은 가령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슈
타지서류법(Stzsi-Unterlagen-Gesetz),

연방아카이브법

(Bundesarchivgesetz),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제
19조와 Melderrechtsrahmengesetz 제8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VwVfG) 제29조에는 일반적인 정차법상의 문서열람
을 위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보자유법(IFG)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정보자유법(IFG)과 함께 적용된다.
이 법은 절차비참가자에도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소송법(VwVfG) 제2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부사유들이 정보자유법(IFG) 제3조에서 제6
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절의 사유들보다 적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VwVfG) 제29조에 따를 경우 문서열람권이 청구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5. 정보공개의 대상으로서의 공적 정보의 의미
‘공적 정보(amtliche Information)’의 의미는 관청에 있는 모든 유형
의 기록들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특별히 글씨, 표, 그림, 지도, 카드 및
녹음을 포함한다. 저장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정보는 전자적으로(마그네틱밴드, 마그네틱음반, 디스켁, CD-ROM,
DVD 등의 형태), 시각적으로(필름, 사진), 음향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
으로 저장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공적 정보에 해당되지 않
는다.
○ 관청의 공식적인 문서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 정보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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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령 손으로 작성된 기호들과 같이 문서가 생산되는 과정의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초안이나 메모들은 공적 정보에 속하
지 않는다.

6. 정보공개의 예외적 비공개 사유
독일의 정보공개법(IFG)에 의하면 ‘공적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
다. 또한 연방관청과 연방기관 및 시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보자유법(IFG)에 의
하면 이러한 원칙적인 공개조항의 예외로 다양한 비공개사유를 규정
하고 있다.
즉 이 법 제3조에서는 특별한 공적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을 명시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국가기관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에 대해서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6조는 지적재산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서는 ① 특별한 공적 정보, ② 국가기관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③ 개인과 관련된 정보, ④ 지적재산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항
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특별한 공적 정보의 제한

(1) 특별한 공적 정보의 제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정보자유법(IFG)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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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정보의 공개가 국제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
○ 정보의 공개가 국제적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 해당 정보가 법규 및 일반적 행정규칙에 의해 비밀엄수의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경우
○ 기관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얺고 잠정적으로 취급하는 정
보의 경우
○ 정보공개가 경제적 거래 및 경제적 이익, 사회보장에 있어서 연
방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 특별한 신회관계에 기초한 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시기에 신뢰
를 지켜주어야 할 제3자의 이익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
○ “안전심사법(Sicheheitsüberpruefungsgesetz)” 제10조 제3호에 해
당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의 경우

(2) 정보공개의 한계로서 독일에서의 헌법의 수호와 국가안전보장의 의미

독일 기본법상 헌법(Verfassung)은 절충과 타협에 의한 정치결단적
성격과 공존을 위한 과제적․규범적 요소 및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치적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서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의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규범이다.
‘헌법의 수호’라 함은 헌법이 확립해 놓은 헌정생활의 법적․정치적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들이 내부 및 외부의 적들로 하여금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여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의 수호 내지 보
호란 헌법국가로서 헌법적으로 규율된 정치적 과정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국가의 존립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내외의 공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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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양한 헌법적대적 행위들로부터 헌법과 헌법이 지향하는 가
치를 수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기본법상 이러한 헌법수호제도는 ‘통상적 헌법수호제도’와 ‘비
상적 헌법수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상 ‘비상사태’ 또는 ‘국가긴급사태’라 함은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수
단으로는 제거할 수 없고 오직 예외적인 수단으로써만 방지 또는 제
거될 수 있는 모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발생원인
에 따라 ‘대외적 비상사태’와 ‘대내적 비상사태’로 구별된다.
첫째, 독일 기본법상 ‘대외적 비상사태’로 인정되는 경우는 ‘방위사
태’와 ‘긴급사태’이다.
이 중 ‘방위사태’라 함은 독일의 영역이 무력으로 공격을 받거나 그
러한 공격이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방
위사태’가 선포되면 군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이 연방수상에게 이관
되고, 정상적 입법절차가 간소화되며, 일련의 기본권이 정상정인 헌법
상황에서 보다 더욱 크게 제한된다.
둘째, 비상상황의 원인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인 ‘국내적 긴급사
태’는 자연재해와 특히 중대한 사고, 그리고 연방 또는 지방의 존립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국가의 비상사태의 발생 원인이 외부에 있는
가 아니면 내부로부터 발생하는가에 따라 ‘대외적 비상사태’와 ‘대내적
비상사태’로 구분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한편으로는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
한 근거조항이 존재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상권한의 남용
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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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의 한계로서 독일에서의 국내안보의 의미

독일 기본법상 ‘국내안보’라 함은 가령 테러행위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처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전은 물론 헌법상 보장되는 모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존립 헌법질서와 헌법상 보
장되는 다른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내안보’를 통하여 달
성되어야만 하는 국가의 과제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구성된 평화와 질서권력으로서 국가
안보, 그리고 이로부터 보장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 가치이고,63) 국가안보는 기본권보장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발
현시키는 공동체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한 독일의 존립
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64) 또한 연방헌법재
판소에 의하면 구성된 평화와 질서권력으로서 국가안보는 물론 이로
부터 보장될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가치이다. 이
에 따라 국민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대내적 평화를 확보하
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비하여 헌법적으로 다
음과 같이 세 가지의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비상사태의 발생 후 사후조치보다는 발생 전의 사전예방조치
를 강조하는 점이다.
국가는 국내안보를 체제전복 행위, 테러행위, 폭력행위 등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내안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전통적인 위
험방어로부터 사전예방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65)
63) BVerfGE 49, 202(209).
64) BVerfEG 20, 161(178).
65) Pitschas, “Innere Sicherheit und internationale Verbrechenbekampfung als
Verantwortung d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JZ」 1993, S.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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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안보의 문제를 원인별로 국제적․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상
황과 국내적․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상황
들을 법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 상응하는 국가의 긴급한 비상조치들이 필요하
다는 이론을 평화를 보장해야 하는 구가의 본질적인 성질로부터 나온
다고 보는 점이다.
즉 국가의 물리력 독점 및 안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결합한
‘국내안보’의무에 상응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4)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단행법상의 규정과 공적 정보공개의 제한문제

재통일 전 분단상태였던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은 없었으며, 서독에서 동독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방문의 길이 여려 있었다. 다만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체제의
재현을 막기 위해 전체주의 정당이나 전체주의 정치결사체의 등록을
제한하였을 뿐이다. 현행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GG) 제16조에서
말하는 ‘독일인’에는 원칙적으로 동독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동․
서독 양측은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동서기본조약’에서 양국이 무
력사용을 하지 않을 것, 양국이 유럽의 현재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
을 것 및 상호간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고 1민족 2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
었다.66)
이후 서독과 동독은 1971년 9월 3일 베를린조약(Berlinabkommen)을
Denninger, “Der Praventtions-Staat”, 「KJ」 1988, S. 10.
66)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DR Handbuch』, 3. Aufl.
Berlin,
Wissenschaft
und
Pollitik,
1985.
또는
http://www.bundestag.de/geschichte/parlhist/documente/dok01.html(최종
검색일:
2008. 12.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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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함으로써 베를린 주민들을 위한 진일보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독과 동독의 관계 중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분단 당시
나 현재 공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독일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
법과 유사한 단행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어떠한
체계로 국가안보를 규범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히 표현의 자유를 중
심으로 살펴본다.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Meinungsfreiheit)는 제5조 제2항에서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일반 법률 규정, 청소년보
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 및 개인적 명예권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법률’이라 함은 형법상의 국가보호규정 및 헌법보
호규정이 포함된다.
독일의 안보관련 형법규정의 특징은 국가안보관련 조문이 형법전상
독립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개별 장마다 해당부분에서 헌
법위반행위 내지 조직, 공익에 반하는 행위 내지 조직 등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형법각칙의 총 30개 장 중 제1장 평화교란, 내란죄, 민주적 법치국가
의 위험(제80조-92b조), 제2장 국가반역죄, 외적 안전의 위험(제93조
-101a조), 제5장 국가방위에 대한 범죄(0109-109k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수호가 가장 큰 국가적 목
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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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관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 제한

정보자유법(IFG) 제4조 제1항에서는 두 번째의 명시적인 정보공개
제한사유로 “국가기관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들고 있
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조기공개가 결정의 효과 또는 곧 내려
져야 할 관청의 처분에 실패를 야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결정의 초안
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직접적인 준비에 관한 작업이나 의결에 관
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각각의 절차의 종결에 대해 청구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령 중요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사전적인 검토작업
을 하는 경우 이 사전적인 검토작업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 행정에 있어 투명성의 요
구와 아울러 더욱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견해가 계속 증
가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행정관청에 각각의 절차의 종결에 대
해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법 제4조 제
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거부가 항상 무조건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
방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의하면 동법 제4조 제1항의 정보 즉, 국
가기관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 할지라도 일정한 단계에
이를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절차의 종결에 대해
청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당사자가 절차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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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관련적 정보의 공개제한 문제

(1) 개인관련적 정보의 유형

정보자유법(IFG) 제5조에서는 개인관련적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제
한하는 사유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 제1문에서는 일반
적인 공개제한사유를, 제1항 제2문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특별히 규정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인사에 관한 정보공개제한의 문제를, 제3항
과 제4항에서는 일정한 기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정보자유법(IFG)에서는 ‘제3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
데,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정보공개 청구자와 상대방인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정보의 당사자인 개인
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자의 보호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서 말하
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해당되는 것이다.67)

(2) 제1유형: 일반적인 개인관련 정보의 취급

정보자유법(IFG) 제5조 제1항에서는 “개인관련적 정보에 대한 접근
은 청구인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 정보접근을 배제하는 제3자의 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법익보다 우월하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
우에 한해서 공개될 수 있다.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제9항의 의미에
서의 개인관련적 정보들은 제3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교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9항의 의미에서의 개인관련적 정보
라 함은 성별, 종파, 정치적 의견,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조합참여
여부, 건강 또는 성생활 등의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67) 장영수, “전게논문”, 2008, 1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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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제3자(개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개인관련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본인
의 동의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이것은 독일연방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제2유형: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제한

둘째, 정보자유법(IFG) 제5조 제1항 제2문은 “연방정보법 제3조 제9
항의 의미에서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는 제3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했
을 때에만 청구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sensitive Daten)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
한 유형의 정보에는 인종, 종교적 신앙 또는 정치적 신념에 관한 정
보, 노동조합 가입여부 및 건강이나 성적인 문제에 관한 것 등이 포함
된다고 보고 있다.68)

(4) 제3유형: 개인의 인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정보자유법 제5조 제2항은 “해당 정보가 제3자의 근무관계, 공직상
의 복무관계, 의원직 등에 관한 것일 경우와 직업상의 비밀 또는 특수
한 공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자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
정은 개인의 인사자료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거부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규정된 정보들, 즉 근무관계, 공직성의 복무관계, 의원직 등
68) M. Rossi, a.a.O., S.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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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의 비밀 또는 특수한 공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
자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제3자
의 동의(Einwilligung)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정보의 예로 정보자유법(IFG) 제5조 제2항은
“해당 정보가 제3자의 근무관계, 공직상의 복무관계, 의원직 등에 관
한 것일 경우”와 “직업상의 비밀 또는 특수한 공무상의 비밀에 해당
하는 것일 경우” 등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첫째, “해당 정보가 제3자의 근무관계, 공직상의 복무관계, 의원직
등에 관한 것일 경우”이다.
이러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에 의하여 당해 행위를 하
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는 정보들, 특히 인사서류와 인사자료에 대한 정보들은
당사자인 제3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해 주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직업상의 비밀 또는 특수한 공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인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 법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정보접근이 이미 차단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들은 다른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들의 조항에 의하여 정보접
근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상의 “비밀엄수의 의무(Pflicht
zur Amtsverschwiegenheit)”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제3자와 감정인·전문가에 대한 이름과 직위 등의 일반적 정보인 경우

정보자유법(IFG) 제5조 제3항에서는 “청구자의 정보공개요구가 제3
자의 성명, 직위, 학위, 직업 및 기능상의 명칭, 사무실주소와 통신을
위한 번호 등에 한정되고 제3자가 감정인, 전문가 또는 일반적으로 청
구자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제3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우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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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 법 제4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면 제3자의 지위나 감정서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
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동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감정인, 전
문가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정보”는 통상 이러한 사
람들의 보호가치 있는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 오직 예외적인 몇 가
지 경우들에 있어서만 이익형량의 결과 이와 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겨우에 있어서의 제3자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동법
제8조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5조 제4항에서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
위, 학위, 직업 및 기능상의 명칭, 사무실 주소와 통신을 위한 번호는
그것이 공정활동의 표현 및 결과이고 예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에서 배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의
하면 이름과 직위 등의 정보는 공적인 기능수행에 관한 것이고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평가된다.69)
이러한 정보들은 오직 관청의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학위, 직업 및 기능상의 명칭, 사무실
주소와 통신을 위한 번호”등은 기본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
나 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정보접근과 대
립하는 관계에 있다.

마. 개인관련 정보에 대한 예외적 공개의 조건

위의 정보공개법(IFG) 제5조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
에 관련된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과 관련
된 정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를
69) M. Rossi, a.a.O. S.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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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할 경우에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첫째는 정보의 주체인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이다.
개인과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정보자유법 제5조 제1항 제1문은 “개
인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접근은 청구자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정보
의 비공개에 관한 제3자의 보호가치 있는 법익에 우월하거나 제3자가
정보의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연방데이터보
호법(BDSG) 제4a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서
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만일 제3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단
계인 정보공개와 개인의 이익간의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바로 공개하
게 된다.
제3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청에서는 정보를 공
개하는 경우와 개인의 이익 간에 ‘이익형량’을 하게 된다. 이익형량의
결과 정보공개가 개인의 이익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보를
공개하되, 반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다.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청구권자를 위해서는 일반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3자를

위해서는

이용목적

(Verwendungszweck)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정보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
보자유법(IFG)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둘째, 만일 이러한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청이 이익형량을 통하
여 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비
해 더욱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역시 관청은 개인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제5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감한 정보와 인
사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에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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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적 재산 및 기업기밀,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한

(1) 지적재산 및 기업기밀, 영업비밀 보호의 의의

정보자유법(IFG) 제6조에서는 “지적 재산의 보호에 반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못한다. 기업비밀(Betirebsgeheimniss) 또는 영업
비밀(Geschäftsgeheimniss)에 대한 정보공개는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
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자유법 제6조에서 말하는 기업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독일
의 연방법원의 판례에서 정의된 바 있다, 이 판례에서는 “… 경제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제한된 인적 범위에서만 알려져 있고 그
정보보유자의 인식가능한 의사 및 그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기업비밀 내지 영업비밀”로 정의70)하고 있는
바, 기업비밀 내지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사
자의 주관적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정보공개가 허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본법상의 재산권의 자유(기본법 제14조)와 직업의 자유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정신적인 재산권과 기업비
밀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 대
해서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에 대
해서는 오직 관계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다.

(2) 지적 재산(geistiges Eigebtum)

‘지적 재산’의 개념은 독일에서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저
70) BGH, NJW, S.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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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관청에서 지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가는
단행법의 규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령 상표를 가지고 있는 관청은
상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상표법 제7조 제2호). 그러나 저작권법
(Urhebergesetz) 제5조의 의미에서의 관청의 서류 중 관청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서술은 저작권법에 속하지 않는다.
언제나 어느 정도 까지 지적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 까
지 정보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만 한다. 통지
의 전달 또는 문서열람과 긑은 경우를 통한 경제적인 이용권으로서의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정보접근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령
저작권법적을 보호되는 서류를 활용하는 경우 특히 복사본을 제작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그러나 저
작권법 제53조 역시 참조할 것).

(3) 기업기밀, 영업비밀

기업기밀과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
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개념들은 저작권법(Urhebergesetz) 제17조
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정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여기에 의하면 기업기밀과 영업비밀이라 함은
○ 특별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
○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것
○ 인식가능한 운영자의 의지에 의하여 비밀이 지켜져야 함
○ 기업소유자의 관점에서 권리가 있고 경제적인 비밀유지의 이해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기업기밀과 영업비밀을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오직
기업소유자의 의지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오히려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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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소유자 측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업소유자가 권한이 있는 비
밀유지의 이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
히 비밀보호의 이해가 법질서에 배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야 한다.
그밖에 관청에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청구
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와 아울러 경제적인 비밀유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관청과 기업이 체결한 계약들은 명백히 기업기밀과 영업비밀로 평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계약들은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비밀보호의 이해가 있는지에 검토해보아야 한다.
종종 최소한 부분적인 정보접근은 가능한 경우가 있다(법 제7조 제1항
제1문).

7. 정보공개 절차
가. 관할관청

정보자유법(IFG)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보자유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요망되는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 관청이 관
할권을 갖는다. 제1조 제1항 제3문의 경우에는 공법상의 과제수행에
있어 자연인 또는 사법사의 법인에 대해 봉사하는 행정관청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청구가 제5조 제1항과 제
2항 또는 제6조의 의미에서 제3자의 정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근
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50인 이상이 같은 형식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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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행 독일의 정보자유법(IFG)에서는 어떤 기관에 대해 정
보공개를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누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의 기준에 따르
지 않고 “누가 당해 정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기준
에 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1)

나. 정보공개의 방식과 부분공개의 가능성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문서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청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른다. 따
라서 문서공개의 청구를 받은 관할관청은 즉시 구두로도 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두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신속한 결정에는
유리하지만 법치국가적 안정성 내지 청구권자에 대한 보호에는 미흡
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제3자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IFG) 제8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제7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결정은 문서
로 해야 하며, 제3자에게도 통지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그 결정이
제3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거나, 즉시 집행하도록 명령한 경우이
거나, 제3자에 대한 명령의 통지 이후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실행될 수 있다. 제9조 제4항에 대해서도 같다.”고 규장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에서는 부분공개의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권이 부분적으로만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청구권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71) M. Rossi, a.a.O., 127ff.

- 143 -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가 허용된다. 제3자의 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정보공개청구자가 제3자와 관련된 부분을 식별할 수 없게 만
드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절대적인 비밀정보나 과도하게 행정비용이 소요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를 모두 거부하는 것
보다는 당해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까지라도 최대한 공개하자
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다. 정보공개의 방식

정보자유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정보는 구두, 문서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담당관청은 정보의 내용적 정확성에 대해 심
사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은 직접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구두로 정보를 제
공한 경우에도 통지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문서로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절차법 제37조 제2항 제2문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권자는 구두로 전달된 통지 내용을 문서로 송부하여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다.
담당관청은 해당 문서가 내용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사할 의
무가 없다.

라. 정보의 열람

정보자유법 제7조 제4항에는 “공적 정보에 대한 열람의 경우에는 청
구자가 정보내용을 기록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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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에도 제6조 제1문은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열람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데 대한 정보공개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이 규정을 통하여 청구자는 자
신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영속적으로 점유하고 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담당관청에서는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서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당연히 저장되거나 필름화된 문장들에 대한 청구권을 전
제로 한다.

8. 정보공개의 시기
정보공개법 제7조 제5항에서는 “공개가 청구된 정보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1개
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제8조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청구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민법상의 채무관계에 있어서의 지체
의 문제(민법 제121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만일 제3
자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1개월이라는 기한으로 한정된다.
반대로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2항 제2문이
적용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관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자유법(IFG)
제7조 제5항 제2문이 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지 않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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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IWG)
1. 입법목적
공공기관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정보생산자이며, 그들의 정보 상품은
중요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시장연구기업인 Pira
국제유한회사(Pira International Ltd.)는 유럽연합에서 그와 같은 정보
의 경제적인 가치를 약 6천 8백만 유로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국내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한다.72) 단지 독일 내의 지리자료 분야에
있어서 옛 연방 경제노동부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까지 가치창출가
능성이 약 2백만 유로이며 1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
다.73)
하지만 공공기관이 산출한 자료, 즉 공공부문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PSI)는 현재 불충분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할
때 유럽에서 여전히 보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미국
시장이 기타의 경우에는 유럽시장과 거의 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Pira에 의할 때 미국의 공공부문정보 시장의 크기는 유럽 시장의 2배
내지 5배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보원천(情報源泉)의 이용에 관한 유
럽연합 회원국의 법규정이 현저히 상이하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기본
적인 문서원천(文書源泉)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요
인이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재활
용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전 유럽에서 동일한 조건을

72) Pira International Ltd., University of East Anglia, Knowledge View Ltd.,
Commercial Exploitation of European's public sector information, Luxemburg, 2000.
73) MICUS Management Consulting GmbH, Der Markt für Geoinformationen: Potenziale
für Beschäftigung. Innnovation und Wertschöpfu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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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각 나라에 대해서 정보의 재활용을 보장받기 위해 새로운 전
략들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의해서
개별적인 이해관계자가 부당하게 특권을 부여 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것 역시 방지되어야 한다.
국내시장 형성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유럽공동체 전체의 서비스 발
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디지털적인 내용을 갖춘 상
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한 원자료(原資料)이며 이동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정보의 재활
용을 위한 더 나은 기회들은 유럽 내의 기업이 그 잠재력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고, 경제성장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공공부문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2003년 11월 17일자 유럽의회와 유럽
평의회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국내시장이 마찰 없이 작동하는데 기여
하고 이를 통해 완전한 정보사회로의 발전을 유럽공동체 내에서 보장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회원국들의 규정들은 이
러한 목적에 최소한도로 부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유럽공동체 가이드라인은 유럽 국내시장의 두 개의 중요
한 원칙인 즉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에 근거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
정보의 도움으로 전체 유럽공동체의 정보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를 용
이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 ② 부가가치-정보상품 및 정보서비스의 발전
을 위하여 사기업에 의한 국경을 넘는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입법목
적으로 하고 있다.

- 147 -

2. 입법연혁
이 유럽공동체 준칙의 공포권한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GV) 제95조에 근거를 두
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유럽 의회의 사법위원회가 2002년 10월 24일
자 보고서(Ratsdok. 13407/02)에서 확인하였다. 이 유럽공동체 가이드
라인은 2005년 6월 1일까지 국내법으로 변환되어야 했다.
공공부문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2003.11.17. 2003/98/유럽공동체 가이
드라인(die Richtlinie 2003/98/EG vom 17. November 2003)은 정보재
활용법과 1:1로 변환되었다. 독일에서의 현행 법규정은 2003/98/유럽
공동체 가이드라인의 규정 내용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이
므로 이 준칙은 현행법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당시까지 독일 국내법은 공공기관정보에 대한 접근만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며 2003/98/유럽공동체 준칙에서 말하는 재활용에 대
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았다. 이는 연방기관의 정보접근을 가능케 하
는 정보자유법(IFG) 및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UIG)의
특정분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일부 州영역
에서 예컨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베를린(Berlin),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Nordrhein-Westfalen)에서

그리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일반적인 정보접근법이

존재하고

있다.

2003/98/유럽공동체 준칙상의 정보의 재활용의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
분 규율되지 않은 상태이기 국내법적으로 규율하여야 했다.

3. 정보재활용과 공개의 대상으로서의 정보의 의미
정보재활용법(IWG)74)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독일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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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보’는 그 저장의 종류와는 무관한 모든 기록을 말한다. 이에는 공
공기관의 점유 하에 있는 행위, 사실관계 또는 정보에 대한 설명 및
그러한 행위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특히 사회, 경제, 지리, 기상, 관공,
업무생활, 저작권 그리고 교육에 관한 정보들이 이에 포함된다. 정보
재활용법의 목표설정을 고려할 때 전자적인 저장이 큰 의미를 부여받
는다 할지라도 ‘저장’이라는 개념은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전자적(특히 자기테이프, 디스켓, CD-Rom)으로 존재할 수 있고, 녹음
자료, 녹화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로 존재할 수 있으며, 서면(기록, 표,
도식, 계획, 카드)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기록’이라는 요구사항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권한이, 완성되고 종결된
문서의 보급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점과 재활용권한은 문의자
에게 정보의 지식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을 명백히 한다.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조달하거나 편집할 권
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 개념정의는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2조 제3호를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변환한 것이다. 연방정보접근법의 문언 및 각 주의 정보자
유법(IFG)의 문언을 모범으로 하여 ‘문서’ 대신에 ‘정보’라는 개념을 사
용하였다. 양 개념 사이에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하지만 동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재
활용할 수 없다.
○ 접근권이 없는 정보
○ 법률상의 이익 또는 정당한 이익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 그 작성이 관계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에 속하지 아니 하는 정보
74)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sweiterverwendungsgesetz, I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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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 제3자의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권 내지 영업보호권에 해
당되는 정보
○ 공법상의 방송국 또는 그 위임인이 점유하고 있고 공적인 프로그
램업무 또는 방송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정보

4. 정보재활용의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말한다.

가. 특별재산을 포함하는 관할기관(Gebietskörperschaften)

정보재활용법(IWG)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 중의 하나는 관할기관(die Gebietsköperschaft)
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연방, 주(州) 및 비독립적 특별재산을 포
함하는 기초자치단체(die Gemeinde)가 있다.
행정절차법(VwVfG)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청’도 마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a목을 통해 정보
재활용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행정절차법 제1조 제4항의
관청이 법률상 독립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따
라서 행정절차법 제1조 제4항의 관청은 아래의 제b목의 개념정의를
통하여 정보재활용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나. 관할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관할기관에 속하는 기관의 재정지원
등을 받는 기관

이 조문의 제a목 또는 제c목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
로 지분 기타의 방식으로 대부분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그 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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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거나 또는 업무수행 또는 그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를 정한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영리적인 종류의 업무
를 수행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다른 공사법상의 법
인. 이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보장
하거나 업무수행 또는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를 정한
공공기관이 제1문에 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귄리향유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영리적인 종류의 업무를 수
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검토이유 10항에서는 ‘공기업’이 준칙과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공공의 목적은 이들 기관의 상행위보다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한
다. 이윤의 추구는 배제되지 않지만 이윤추구가 독점적이거나 우선적
인

목표는

아니다.

이러한

시설로는

예를

들어

삶의

준비(die

Daseinvorsorge), 경제, 문화, 건강, 교육, 경제촉진, 스포츠 분야의 시
설들을 들 수 있다. 단지 경쟁이 존재한다고 하여 활동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영리적인 종류의 업무로 분류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반면 중요한 시장에서 소위 발전된 경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EuGH Rs. C.360/96 - Gemeente Arnhem). 발
전된 경쟁에 있어서 활동은 - 국가의 지배 및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
에 부합하는 업무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 영리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법원은 박람 회사의 경우 이를 긍정하였다.
이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법인이 제b목에 의한 시설로 분류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국가의 지배라는 요건은 대부분의 재정적인 지원, 그 간부에 관한
감독 또는 과반수의 기관구성의 경우에 인정된다. 반면 조직형태뿐만
아니라 업무 그 자체도 사유화되는 실질적인 사유화의 경우, 예전의
공적인 정보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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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구성원이 자치단체 또는 b목에 속하는 단체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에 속하는 것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하나 또는
수개의 기관 또는 시설로 구성된 단체, 가령 하수, 쓰레기 또는 수도
관리단체와 같은 형태의 지역적 목적단체이다. 이들 단체가 법률상 독
립적이고 공법의 적용을 받는 한,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제b
목이 적용될 수 있다.
관직수여자(Beliehne) 또는 행정보조자(Verwaltungshelfer)는, 그들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제a목 참조)의 일부이거나, 소위 공법상의 설립기
준을 충족하거나(제b목 참조) 또는 단체인 경우(제c목 참조)에, 이 법
상 ‘공공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재활용의 의미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정보는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재 정보재활용법
(IWG)으로 변환된 2003/98/유럽공동체 준칙의 목적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
이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추가로 사용하게 하는 사례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의 재활용은 공평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나치게 높은 비
용부담 없이, 그리고 가능한 한 배타적이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어떠한 행위형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공기관
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등원칙
과 투명성기준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
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특히 기업들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 수단을 - 예컨대 전
자적인 부가가치서비스를 위하여 -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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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자신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조사하고 작
성하며, 재생산하고 보급한다. 공공업무의 수행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보수의 획득을 추구하고 있는 정보의 모든 이용이 재활용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간의 정보 교환은, 이러한 교환이 전적으로 그들의 공공업무
수행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한, 재활용이 아니다.
정보재활용법(IWG)은 ‘일반적으로 보수의 획득을 추구하고 있는’ 정
보의 이용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2003/98/유럽공동체 준칙에서
사용된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비영리적인 목적’의 이용도 포괄하긴
하지만, 재활용이라는 개념은 유럽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유럽공동체 준칙을 공포하는
권한이 유럽공동체설립조약(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GV)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와 같은 법률적 상황과 준칙의 목표설정(유럽연합의 국내시장의 촉진)
에 근거를 두고, ‘비영리적인 목적’을 유럽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례들에서도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령 통상적으로 보수를 대가로 제공되는 정보공급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모델의 경우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사례에서도 역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보수의 획득을
추구하고 있는 이용만을 고려함으로써 그와 같은 관계를 분명히 한다.
정보가 사적인 제공자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 그와 같은 이용이 존재하게
된다.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이윤추구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따
라서 활동은 활동의 사실상의 목적 또는 활동하는 사람의 행위동기와
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항상 정보재활용법상의 재활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 제2문에서 명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정보의 단순한 인지와 이를 통해 습득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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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이다.
‘재활용’은 특히 접근이라는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접근
이 정보재활용법의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한 인지, 예컨대 문서의 읽고 이로 인해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의 사례가 아니다. 이에 따라 언론인이 정보자유법(IFG)을 근거
로 기록을 열람하여 습득한 지식을,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공표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다.
재활용의 중점은 정보를 지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습득된 지식
을 이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 종종 자동화되어 있는 - 정보기록
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기록을 사용하고 해석하는데
있다.
재활용은 특히 기록으로부터 새로운 축적된 부가가치상품이 발전될
때 존재한다(“added value”). 유럽연합 의회는 재활용에 대해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75)
○ 이동전화를 위한 정보서비스의 일부인 기상정보의 이용
○ 수확결손보험 제안을 평가하기 위한 역사적 기상정보의 이용
○ 중요한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유럽법, 국내법, 지역법의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법규의 수집을 구조화하기 위한 법률 및 법규의
이용
○ 화물관리서비스를 위한 또는 사고 및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를 용
이하게 하는 체계를 위한 디지털 카드의 이용
○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적인 네비게이션 체계를 구조화하기 위
한 교통정보의 이용

75)

유럽연합의 브로셔 “유럽의 공공부문정보의 가능성 이용”에서 인용함. 이는
http://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policy/psi/docs/pdfs/brochure/psi_brochu
re_en.pdf에서 열람 가능함(최종검색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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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다른 많은 다른 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3/98/유럽
공동체 가이드라인과 정보재활용법의 목적은 경제의 창의성과 유연성
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 오늘날 가능하지만
거의 인지할 수 없는 - 부가가치상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6. 정보재활용의 청구주체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법인은 제3조
에 따라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을 차별 없이 허가 받을 청구권을 갖
는다. 유럽공동체 준칙과 이 법의 목적은 유럽연합 내부시장의 마찰
없는 기능화 및 유럽의 내수산업의 발전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시민과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
인 또는 법인만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7. 평등한 사용권
정보재활용법(IWG) 제3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정보를 추가로
사용하게 한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결정에 있어
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정보에 대한 접근요구권은 이 법률에 의하여
그 근거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3조는 정보재활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공공기관이 공공
기관정보의 재활용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 모든 시장참가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만 한다는 점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 제3조 제1항
의 평등권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통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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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재활용에 있어 평등권
정보재활용에 있어서는 제3조의 평등권 규정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다. 제3조는 공공기관문서의 재활용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청구할
권리를 근거 지우며, 재활용이 원칙적으로 허가된 경우, 재활용이 보
장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정하고 있다.
제3조는 정보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공공기관이 공공기
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 모든 시장참가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만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통해 평등권이 구체화된다.
여기에 의하면 재활용에 대한 청구권은 단지 재활용이 법률적으로
또는 공공기관의 선행행위에 의하여 이미 허용된 사례들과 관련될 뿐
이다. 반면 경제적인 또는 기타의 재활용이 최초로 허용 또는 기각되
는지 여부의 문제는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아니다. 그밖에 제3조는 문
서는 가능하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
하고 있다.

가. 정보재활용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정보를 재활용
하게 한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정보에 대한 접근요구권은 이 법률에 의하여 그
근거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3/98/유럽공동체 가이드라인 제3조와 제10조 제1항을
변환하는데 기여한다. 동 규정을 통해 제2조 제5호의 모든 사람은 공
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결정시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청구
할 권리를 갖는다. 평등대우에 대한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1인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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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다른 사람에게 이미 이 법의 재활용이 허가되었음을 전제한다.
2003/98/유럽공동체 가이드라인 제3조 제1항과 일치하도록 최초의 재
활용에 대한 권리가 정보재활용법(IWG)을 통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통해 분명하게 된다.
재활용에 있어서 평등대우를 명하는 것은 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허
가 및 재활용이 허가되는 조건과 관련이 있다(2003/98/유럽공동체 준
칙 검토이유 19 참조).
제2문은 이 법이 공공기관문서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권을 뒷받침하
지 않는다는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
1조 제3항 및 검토이유 9). 따라서 이 법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율
하고 있는 법률(정보자유법, 환경정보법)과 경합하지 아니 한다. 오히
려 정보재활용법(IWG)은 연방과 주의 기존 접근권 관련 규정에 바탕
을 두고 있다.

나. 공공기관 자신의 업무활동을 위해 재활용되는 경우

정보재활용법(IWG) 제3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가 공공기
관 자신의 업무활동을 위한 원자료(原資料)로서 재활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보수와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10조 제2항을 변환하는데
기여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정보를 재활용하여 정보를 더 이
상 공적인 업무의 수행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직접 이용
하는 경우에도 평등대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 내의 차별적인 교차보조(die Quersubvention)를
차단할 수 있다(2003/98/유럽공동체 준칙 검토사유 9 참조). 동시에
이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보 상품 자체를 경제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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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적인) 이용자
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규정을 통해서 정보생산
품과 정보서비스의 사적인 제공자가 공적인 제공자의 직접 또는 간접
적인 경쟁으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보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위험은 공공기관이 소위 국가의 원정보(原情報)를 무료로
재활용할 수 있거나 사적인 이용자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을 때 존재할 것이다. 먼저 공적인 업무의 수행 중에 작성되
었고 이제는 시장에서 특정한 부가가치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들만이 관련이 있다. 이 경우 동등한 보수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동등한 기타의 조건 예컨대 동등한 이용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를 서로
무료로 교환하는 반면 제3자는 같은 정보의 경제적인 재활용을 위하
여 수수료 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검토이유 19 참조). 왜냐하면 그러한 사례
에서는 이미 정보재활용법상의 재활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정보재활용의 방식

정보재활용법(IWG)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정보가 추가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정보는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모든 문의된 형식과 언어
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보는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나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정보의
초본(抄本)이 이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재활용법(IWG) 제3조 제3항 제1문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5조 제1항을 변환하는 규정이다. 공공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의
모든 형식과 언어로 공공기관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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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에 있어 작성된 정
보의 형태와 언어를 포함하며, 단지 이를 넘어서는 부가가치상품만을
위해 작성되었던 정보의 형태와 언어는 배제된다.
정보는 가능한 한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각 관련 공공기관의 전자적 정보제공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
적인 기술상의 실현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
공기관은 - ‘현대적인 국가 - 현대적인 행정’이라는 행정프로그램 및
이에 상응하는 연방과 州간의 합의(“독일 - 온라인”)의 목적과 부합하
도록 - 전자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한 한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구성할 것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
활용을 위해 존재하는 정보를 부가적으로 가공하거나 편성할 것을 청
구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 제3조 제3항 제2문은 일반적인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
다. 재활용에 대한 문의를 기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면 기각은 단지 정보의 초본에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경우
공공기관에게 초본의 작성으로 인하여 지나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재활용은 허가되어야 한다.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5조 제1항
후단에 의할 때, 초본의 작성으로 인한 비용이 ‘단순한 처리’비용을 초
과하는 경우에 바로 지나친 비용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정보재활용에 있어서의 독점권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
에 관한 규정은 독점권을 보장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의 이익에 속하
는 직무의 준비를 위하여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독점권이 필요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러한 권리의 근거는 정기적으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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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한번 심사되어야 한다.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정된 독점권
에 관한 규정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공공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2
문에 속하지 않는 기존의 독점권은 규정의 경과로 늦어도 2008년 12
월 31일에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4항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11조
를 변환하는 것으로서 독점에 관한 합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폐쇄적인 독점 합의에 근거하여 제1항에서
도출되는 평등과 법률상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4조 제4항 제1문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11조 제1항
을 변환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제3자 간의 계약 또는
기타 합의는 재활용하도록 인정된 정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독점
권을 보장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정보는 모든 잠재적인
시장참가자들에게 평등한 조건 하에서 재활용을 위해 공개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사실상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합의가 문제되는지 여
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단지 공적인 업무의 수행에 기여할 뿐인 독
점 합의는 이 규정과 관련이 없다(2003/98/유럽공동체 준칙 검토이유
8 참조). 왜냐하면 이는 재활용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법률의 공표에 관하여 체결된 연방
과 연방관보출판사 간의 합의이다. 연방법의 경우 독일 기본법 제82조
의 공개의무에 근거하여 법률과 명령의 공표 의무가 도출된다. 독일
기본법 제82조 제1문에 명시된, 법률을 연방법률관보에 공포할 의무로
인하여, 입법절차가 완결되며, 이에 따라 공포가 “입법행위의 통합된
구성부분 그 자체”가 된다〔BVerfGE 7, 330(337)〕. 따라서 국가가 단
지 이와 같은 공개요구에 순응하는 한, 국가는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
는 가운데 행위하는 것이며, 여기서 국가는 (사적인)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다(예: 연방관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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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조 제4항 제2문 내지 제4문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
11조 제2항을 전환하는데 기여한다. 이 규정들은 구체적인 경우에 어
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 제1문에 대한 예외로서 - 독점 합의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설비조약(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GV) 제86조 제2항이 유럽경쟁법 적
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도 일정한 사례에서 특별문서의 재활용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할 필요
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문서를 공표하는데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그와 같은 독점권 없이 문서를 출판할 상업적인 출판자가
없는 경우가 그러하다(2003/98/유럽공동체 준칙 검토이유 20). 원칙적
으로 ‘재활용’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업무의 수행이 제3자에 대한 특권부여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예외규정에 의하여 포섭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전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비영리적인 종류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영업적인 목적이 추구될 수 있다. ‘영리적인 출판자’의 예를 들고 있는
유럽공동체 준칙 검토이유 20이 이를 명시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독점 합의를 통해 제3자에게 특권이 부여된다는 요건의 존재에 대하
여 유럽연합준칙을 변환하는 정보재활용법(IWG)은 더 높은 요구를 하
고 있다.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정기적으로 - 최소 3년
에 한 번 - 심사되어야 한다. 그밖에 2003년 12월 31일 이후 체결된
독점 합의는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내용적인 투명
성) 공공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표 의무는 정보를 재활용하도
록 제공하고 독점 합의를 체결한 공공기관이 이행한다.
동법 제4조 제4항 제5문은 신뢰구성요건을 창출하고 있다. 법률의
발효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2문의 예외규정에 포섭되지 않는, 독
점 합의는 이 법에 의하여 즉시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약은 유럽공동체 준칙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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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에 종결된다. 그때까지 기존
의 사실관계를 유효하게 보호함으로써, 계약당사자에게는 새로운 법률
적 상황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게 된다.

9. 문의에 대한 처리 원칙과 투명성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에서는 정보의 재활용을 위하여 문의가 있
는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재활용의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4조는 재활용에 대한 문의를 처리할
때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
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정보재활용법은 공공기관이 재활용을 허가함에 있어 어떠한 행위형
식을(공법상의 행위형식 또는 사법상의 행위형식) 이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가. 문의에 대한 처리기간

먼저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문의가 접수된 후 근무일 20일 내에 결
정한다. 사실관계가 광범위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이 기간은 근무일 40
일이며, 문의자는 문의가 접수된 후 3주 이내에 그 기간에 관하여 고
지 받아야 한다. 제1문과 제2문의 기간은 공공기관이 직접 적절한 기
간을 정하였거나 법규정에 근거를 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의의 처리기간이 존재하
는 경우, 이 기간은 재활용에 관한 문의의 처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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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변환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활용에 대한 신청의 시간적인 처리범위와 관련하
여 유럽공동체 준칙과 마찬가지로 3단계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
르면 문의에 대한 처리 및 신청된 정보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항상
처리기간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항상 시사성이 있는 재활용만이 많은
정보의 완전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그 경제적인 가치가 즉각적인 사용가능성 및 정
기적인 현실화에 따라 좌우되는 역동적인 내용(예: 교통자료)에 적용된다.
먼저 제1문은 재활용에 관하여 근무일 2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외부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2문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포괄적이
거나 어려운 경우 이 기간이 근무일 40일로 연장되고 있다. 제2문의
후단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4조 제2항 제3문의 변환에 기여하
고 있다. 처리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정보를 재활용하
고자 하는 자는, 이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 받아야 한다.
다만 제1문과 제2문에 규정된 기간은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제
3문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4조 제2항을 전환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간) 규정을 정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 그 행위자유의 영역 내에서 - 너무
단기인 (법률상의) 처리기간을 제시하여 정보의 재활용을 전체적으로
기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기간규정은 적정
한 시간범위를 엄수해야 하며 처리기간이 통일적이고 단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규정과 정보재활용규정의 통일과 관련하
여, 제4문은 정보의 접근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기간이 재활용신청의
처리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3/98/유럽공동
체 준칙 검토이유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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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재활용에 대한 재활용 결정과 기각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공기
간은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활용을 기각한다. 공공기관
은 이용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계약상의 청약을 제시할 수 있다. 이용
규정은 비례적이어야 하며, 경쟁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의 기
회를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문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4조 제2항 제1문을 국내법적으
로 변환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정보를 재활용하도록
해야 하거나 재활용에 대한 권리를 기각해야 한다. 2003/98/유럽공동
체 준칙 제8조의 변환에 기여하는 제2문과 제3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기간 내에 계약상의 청약을 제시할 수 있다. 제2문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문의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도 재활용에 대한 권리
를 보장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된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재활용의 허
가가 이용규정의 수락에 좌우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재활용법
(IWG)은 이용규정을 사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은
이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의 재활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용규정
이 사용되는 한, 이용규정에서는 제2조 제4호의 재활용의 본질적인 문
제가 규율될 수 있다.
제3문에 따라 이용규정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경쟁을 제한해서는 아
니 되며 경제적인 재활용의 기회를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이용규정에 있어서도 제3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다. 정보재활용에 대한 보수와 비용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3항에서는 “합의에서 재활용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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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報酬)가 요구되는 때에는, 정보의 준비 및 그 재활용의 허가에 근거
한 총수입은 적절한 수입범위와 관련하여 정보의 조사, 작성, 재생산,
보급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보수는 해당 회계기간 동안 비용
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계원칙을
준수하면서 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6조를 국내법적으로 변환한
것이다.
동법 제5조 제3항 제1문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배제하기 위해 일
반적이고 양적인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보수(報酬)가 요구되는 때에
는, 정보의 준비 및 그 재활용의 허가에 근거한 총수입은 적절한 수입
범위와 관련하여 정보의 조사, 작성, 재생산, 보급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더 낮은 보수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보수를 요구하지 않을 권
리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보수를 지급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는지는 정가원칙(定價
原則)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지 않다. 개별 공공기관은 여전히 자유롭
게 자신들의 보수전략을 직접 확정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 존재하는 자기재정조달의무 역시 보수의 수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2003/98/유럽공동체 준칙 검토이유 14 참조).
하지만 공공기관이 재활용에 대한 보수를 징수하는 때에는, 공공기관
은 보수를 자의로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공적인 업무영역에서 공공의
수단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던 정보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요
구해서는 아니 된다.
보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상한 이외에도 제3조에 규정된 ‘평등대
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수는 비교할 수 있는 재활용
의 범주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2003/98/유럽공동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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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10조 제1항 참조). 하지만 이용자가 정보를 부가가치상품의 생산
에 이용하긴 하지만 그 부가가치상품을 대가 없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재활용에 대하여 아주 적은 보수를 요구하거나 심지
어

무료로

재활용을

보장하는

것은

위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검토이유 19 참조).
제2문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6조 제2문을 전환하고 있다. 제
2문은 해당 회계기간 동안 보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계원칙을 준수하면서 보수가 산정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정보재활용의 보수에 대한 고지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4항에는 “일반적으로 유추 적용되어야
하는 재활용에 대한 이용규정과 보수는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기술
적으로 가능하고 의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으로 공표되어야 하
고, 전자적인 공표의무는 수수료에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문의를 받
은 경우 공표된 보수의 산정기초와 보수의 산정에 있어서 특히 주어
진 구체적인 사례에서 고려되는 요소를 보고한다. 공공기관은 문의자
가 이용할 수 있는 한 권리보호방안에 관하여 고지 받도록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7조 제1문 내지 제3문의
규정을 도입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투명성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의자에게는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시에 자신에게 부과되는 비
용에 관하여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동조 제4항은 정보를 재활용하도록 하게 하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재활용을 이용규정의 수용 및 표준보수의
지급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사전에 확정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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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의미 있는 한, 전자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후
자는 재활용에 대하여 제기된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전자적인 공
표가 의미 있는지 여부는 관련 공공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보의 수여의 영역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제3문과 제4문에 따라 그
밖에 질의에 있어서 공적인 보수의 산정기초에 대한 산정기초와 산정
시 특히 주어진 개별사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보고해
야 한다.
제5문에 따라 공공기관은 질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가능성
을 고지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특히 중요하
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이 외국에서 거소를 두고 아마도 독일의 공공
기관과 접촉하고 있으며 적절한 권리보호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고지를 할 것인가는 공공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문
제이다. 기각 결정의 경우에 질의자는 제5항 제1문에 따라 권리보호가
능성에 대한 결정과 함께 고지 받아야 한다.

마. 권리보호방안에 대한 고지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5항에는 “공공기관이 재활용을 전부 또
는 일부 기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문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고하고
권리보호방안에 대하여 고지한다. 그 기각이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근
거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권리자를 알고 있고 권리자를 알려 주는 것
이 적법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권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제5항은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국내법
적으로 변환한 것이다. 재활용이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되는 경우, 이러
한 기각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밖에 문의자는 기각결

- 167 -

정시에 권리보호방안에 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제3자 자체의 저작권 및 이용권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문제되는 정
보를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례들에 있어서 제2문에 의하여 정보의 재
활용을 위해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권리자를 알고 있고
권리자를 알려 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공공기관은 권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기각한 이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문의를 요하지 아니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정보 및 그 재활용의 허가를 권한 있는 자로부터 직접 얻는 방식으로
행위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자’라는 개념은 포
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저작권법 제7조 이하의 저작물의
권리자와,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자 자신은 아니지만, 이용권을 단순히
향유하는 자(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에 해당한다.

바. 의무의 면제

정보재활용법(IWG) 제4조 제6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5
항의 의무는 제1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대
해서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항에 의하면 - 2003/98/유럽공동체 준칙 제4조 제5항을 변환함에
있어서 - 제1항, 제2항, 제5항의 의무들은 제1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7
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와 같은 예외
를 인정한 것은 그와 같은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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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데이터보호와 정보의 자유를 위한 연방청
(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BfDI, 이하 연방정보보호청)

1. 연방정보보호청의 집행체계
가. 개관

연방데이터보호법은 연방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행해지는 모
든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연방데이터보호
법은 연방의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연방
데이터보호청(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과 본래 연방
관할에 속하는 통신서비스 및 우편서비스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집행책임을 지고 있다.
일반적인 민간경제에 있어서의 데이터보호의 통제에 관한 문제는 연
방정보보호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 관한 감독기능은 연
방각 주에서 행사한다(법 제38조). 연방정보보호청장은 연방과 지방의
데이터보호청회의(Konferenz

der

Bundes)의

유럽연합의

구성원이며,

Datenschutzbeauftragten

des

제29조-데이터보호그룹

(Artikel-29-Datenschutzgruppe der Europäischen Union)과 데이터보
호에 관한 유럽과 국제기구에서 독일을 대표한다. 나아가 연방정보보
호청장은 유럽경찰을 위한 데이터보호규제기관에서 쉔그너정보시스템
(Schengener Informationssystem, SIS)로서 활동한다.
한편, 통신과 우편을 제외한 다른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각 주가 지정하는, 각 주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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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감독청(Aufsichtsbehorde)”이 집행책임을 지고 있다.
연방주에 따라서는 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집행책임
을 지는 경우도 있고, 양 부문을 분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Berlin,
Bremen, Hamburg,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과 같은 연방
주들은 공사 양부문을 통합하여 단일의 기관이 집행책임을 지고 있다.
가령

Berlin주는

정보감독청으로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청”(Berliner Beauftragter für Datenschutz und Informationsfreiheit)을
설립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집행기관을 각각 달리하고 있지만,
그 집행체계는 양 부문에서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
서는 연방데이터보호법을 중심으로 연방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의 집행체계를 고찰한다. 한편, 방송과 신문, 교회와 종교단체에 대해
서는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나. 연방데이터보호와 정보자유청(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
und doe Informationsfreiheit)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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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
법률,
재정,
노동,
방위,
공익,
업무,
외사,
내무
행정

제1국

기본
업무

베를린 연락관

경찰,
정보

경제,
건강,
교통,
우편

사회
문제,
근로자
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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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국

제4국

제3국

청장

데이터보호와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청

기술적
데이터,
정보
기술,
데이터안
전

제6국

인터넷편집국

공보담당관

중앙집행관

(그림 2-2) 연방정보보호청의 구조

유럽 및
국제업무,
내무행정,
형법,
슈타지
관련,
전신

제7국
통신,
텔레미디어,
전자건강
카드

제8국

관청의
데이터보호관

2. 연방정보보호청의 기능
연방데이터보호청(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은 연방
기관(Bundesbehörde)들의 개인정보 법률과 관련 법률의 준수여부를
통제한다(법 제24조).
연방데이터보호청의 통제는 ① 연방의 공공부문에 의해서 요구된 우
편, 통신의 자세한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의 문제와
② 직업상 또는 특별한 공무상의 비밀, 특별히 조세법 제30조에 따른
세무비밀 등에 관한 개인정보 등에도 업무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통신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9조와 제10
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한 통제에 속하는 개인정보는 당해 위원회가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연방데이터보호청의 통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안전에 관한 서류에 있어 관련인이 연방데이
터보호청에 반론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법 제24조 제2항).
연방데이터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감독하기 위한 관
청이 바로 연방정보보호청이다.
연방정보보호청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연방정부 및
연방공공기관에 대하여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연방정보보호청은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불만이나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관할 영역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개인
정보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감독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할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등록하는 등록부를 유
지․관리하고, 의회 및 정부에 대하여 법률․정책자문을 행한다. 또한
주 개인정보보호기구와 협력과 업무의 조화를 위해서 1년에 두 차례
연례회의를 하는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기구들과의 협력체계도 유지하
고 있다. 독일 연방정보보호청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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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방정보보호청의 주요기능
구 분
정보처리
등록
조사․감
독

주 요 기 능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소정의 사항을 신고받아 등록
법규준수
- 연방정부 등의 정보보호법 준수실태 모니터링
- 의회·연방정부의 요청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조사
-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 연방정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

피해구제

-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
-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원상회복 등 권고
- 정보주체의 접근․정정․삭제요청 대신하여 행사

정보제공

-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등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침제공
- 정부에 대하여 정책자문

법률․정

- 매2년마다 연차보고서 작성 및 연방의회 보고

책 자문

- 의회·정부 요구시 의견서, 조사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법률자문 및 권고

교육․홍
보
국내외
협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각종 위원회 발간물 작성
- 주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민간영역의 감독기구와의 협력
- 국제협력 강화

76)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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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혁
1. 서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60
년대에서 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은 1981년 1월
28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채택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로부터 개인정보
에 관한 협약’77)에 의해서였다. 이 협약은 7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컴퓨터 등 자동 정보처리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정부 및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량과 기회가 증가한
것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78) 영국은 이 협약을 충실히 받아
들인 법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 3-1]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구 분

법률명

개인정보

▶ 1998년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

정보공개

▶ 2000년 정보공개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전자통신
분야의
정보보호

통신규칙(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
The
▶ 1999년
Telecommunications (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
1999(1999/2093)
▶ 2000년 조사권규제법(The Regulations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RIPA 2000)

77) Council of Eurpoe's Convention (108)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Strasbourg, 28.1.1981).
78)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
표한 바 있다; OECD, The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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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률명
▶ 2000년 통신규칙(합법적인 사업관행)(도청)(The Telecommunications
(Lawful Business Practice)(Interception of) Regulations
2000(2000/2699))

신용정보

▶ 1974년 소비자신용법(The Consumer Credit Act 1974)
▶ 2006년 소비자신용법(The Consumer Credit Act 2006)

형사기록

▶ 1997 경찰법(The Police Act 1997)

의료정보

▶ 1988년 의료기록 접근에 관한 법률(The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1990년 건강기록 접근에 관한 법률(The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연구보고서 개인정보 03-03, 2003, [표4-4] 참조하여 수정․보완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은 프라이버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명시적·묵시적인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민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인권존중의 법적 전통은 당연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법
적 보호로 이어지게

되어,

영국은

1984년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84)을 제정하면서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제정되면서 전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1998년 대대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다. 동법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하여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
을 하기보다79)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 없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
에 적용되어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정
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입법방식은 통합방식(omnibus 방식), 분할
79) 다만 캐나다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원화하여 양분된 일반법을 제정한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각 영역별·분야별로 개별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캐나다와 미국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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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segment 방식), 개별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국은 통합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입법방식을 통합주의로 하는
배경에는 첫째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구별 없이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
해서 이러한 입법방식을 취하게 되고, 둘째로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EU 가맹국의 국내 입법정책은 구속하지만, EU 가맹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EU의 개
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이 EU 가맹국 이외의 제3국으로 정보를 옮길 경
우에 EU 지침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준의 보호’기준을 만족시키고 있
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직
접적으로 EU 지침에 구속되지 않는 나라라 하더라도 EU 지침이 요구
하는 ‘충분한 수준의 보호’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의 대응을 위하여 통합방식을
취하게 된다. 셋째로 유럽에서 EU 미가맹국은 EU 지침상 제3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지침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준의 보호’기준을 충
족시켜야 하며, 장래의 EU 가맹국은 EU 가맹국과 동등한 개인정보보
호법의 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EU가맹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통합
방식에 의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앙
유럽, 남아메리카 및 남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구 독재정권 하에서
생겨난 기본적 인권과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
에 관한 포괄적 보호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즉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등의 사정에 의해서 통합방식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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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
국가명

법률체계(입법방식)

법 률

이탈리아

일원적 통합주의(통합방식)

정보보호법

일본

일원적 구분주의(분할방식)
[중간형태: 민간-공공 구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 :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민간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법

영국

정보보호법

독일

일원적 개별주의(통합방식)

연방정보법

프랑스

[기본법-개별법]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스페인
캐나다

미국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이원적 구분주의(분할방식)
[부문별 일반법]

공공 : 프라이버시법
민간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

개별법주의(일반법 없음)

관련 개별법 산재

출처 : 이민영,『개인정보 법제론』, 진한 M&B, 2007, 70면, [표3-1] 재구성

2. 1984년 정보보호법
영국은 1960년대부터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1970년 Kenneth Younger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위원회가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
부는 “컴퓨터와 프라이버시”, “컴퓨터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보호조치”
라는 백서를 발간하면서, 위원회설치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
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보보호법에 대한
성립은 늦은 편이었다. 1980년에 OECD의 「프라이버시보호와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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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국제유통에대한가이드라인에관한이사회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가 채택되었고 나아
가 같은 해 9월에 유럽위원회의 「개인정보의자동처리에관련된개인의
보호에관한조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이 채택되어 1981년
부터 각국이 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드디어 영국수상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제정방침을 확고히 하여 1982년에야 ‘정보보
호:입법에관한정부의제안’(Data

protection:

The

Gevernment‘s

Proposals for Legislation)이 내무부의 백서형태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흐름속에 1982년부터 제안된 법안이 1984년에서야 비로소 공적분야와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으로
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4년부터 시행되어 복잡한 단계별 시행기간
을 거친 후에야 1987년에야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정보보호
등록소 및 심판소의 설치, 개인정보처리의 등록 및 감독, 정보주체로
서의 정보정정권, 삭제권의 행사의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규정하여 처음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즉 마이크로필름, 정보카드, 정보인덱스 등의 처
리정보가 제외됨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입법이 1987년에
「개인기록접근법」(Access-to Personal Files Act)으로 제정되었다. 이
러한 1984년 정보보호법은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 제1세대정보보호법
의 최후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1998년 정보보호법
1984년에 제정된 「정보보호법」은 1998년에 OECD 가이드라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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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수용하여 정보처리를 더욱 엄격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
편되었다. 특히 1980년에 채택된 OECD의 「프라이버시보호와개인정보
의국제교류에대한가이드라인에관한이사회권고」와

1980년에

채택된

「개인정보의자동처리에관련된개인의보호를위한유럽위원회조약」의 영
향을 많이 받아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1998년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c29))은 제2세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 법은 아울러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개인정보보호지침80)을 받아 들여 구체화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 법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동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개인정보보호를 구분하고 않고 있다. 아울러 동 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1984년법은 자동처리된 정보만을 개인정보의 대
상으로 보았으나, 동 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대상개념을 확장하여 자
동처리된 정보는 물론 일정한 범위에서의 수동처리된 정보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화를 목적으로 기록된 정보, 파일이나 시스
템의 일부이거나 일부로 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록된 정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러한 개념정의는 개인 또는 개인에
관계된 기준에 따라 특정한 개인에 관한 특정한 정보가 용이하게 접
근가능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에서는 개인에 관계된 일체의 정
보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정보나 피용자의 정보
가 용이하게 접근가능한 상태에서 파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80) 정식명칭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이다. Official Journal L 281 , 23/11/1995
P. 0031 -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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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내용
1. 서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98년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첫째,
보호대상인 정보의 범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1984년법은 자동처리형
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8년법은 정보의
정의를 “관련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된 정보”라고 함으로써 수
작업에 의한 정보까지도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1984년법에서는 정보보호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은 정보관리자의 의무
사항이었는데, 1998년법은 등록대신에 신고제도를 채용하였다는 점이
다. 셋째, 법률위반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1984년법에서는 정보주체
는 부적절 또는 미승인의 정보개시의 결과로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
해서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1998년법에서는 정신적 고충
(distress)까지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의 정보보호법81)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
개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 규범수립이 목적이며, 이 법
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바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비
롯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
립 및 운영, 정보법원(Information Tribunal)의 설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정보보호법은 주로 전자적인 형태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그 후 적용범위
가 더욱 확대되어 특정한 구조화된 수기파일링시스템(manual filing

81) 이 법의 정식명칭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 규범 수립을 위한 법률(An Act to make new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including the
obtaining, holding, use or disclosure)”이다.

- 187 -

systems)은 물론, 의료기록이나 교육기록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수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까지도 동법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밝
힘으로써 법인의 정보나 사자(死者)의 정보는 제외된다.82)
동법은 6개의 장과 75개의 조문, 그리고 16개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1장은 서문으로써 정의규정(제1조, 제2조)과 예외규
정(제3조), 정보 보호 원칙(제4조), 법률의 적용대상 및 범위(제5조), 감
독관 및 재판소(제6조)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1984년의 정보
보호법상 정보보호 등록관의 정보보호 감독관으로의 대체에 대한 내
용과 정보보호재판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정보 주체 및 기타인의 권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데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제7조, 제8조), 정보 관리자가 신용 참고
대리인인 경우의 법적용(제9조), 손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처리를
방지할 권리(제10조), 직접 마케팅을 위한 처리를 방지할 권리(제11조),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권리(제12조)와 위반시 보상에 관한 조항(제
13조)과 부정확한 정보의 처리(제14조), 관할(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
다.
제3장에서는 정보관리자에 의한 통보에서는 미등록 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7조), 정보관리자에 의한 통지서의 등록(제18조, 제
19조), 변경 통보의 의무(제20조), 기타 이에 관한 정보감독관의 권한과
정보관리자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제2장과 제3장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국가안보(제28조), 범죄 및 과세(제29조)보건, 교육 및 사회
사업(제30조), 규율활동(31조), 언론, 문학, 예술(32조), 연구, 역사, 통계
82) Data Protection Act 1998 §5(Application of Act) (3) (a) an individual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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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관계법령에 의한 또는 이에 따른 공공에게 공개된 정보(34조),
법률에서 요구하는 또는 법적 소송과 관계된 공개(35조), 가정적 목적
(36조), 기타 예외 사항(37조), 명령에 의한 기타 예외 조항(38조) 등의
경우에는 법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집행에 관한 것으로써 감독관이 정보 관리자 등의 정
보 보호 원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그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집행통지(제40조), 이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주
는 사정신청(제42조), 정보공개요구통지서(제43조), 특수한 경우에는 특
수정보공개요구통지서(제44조), 이에 대한 감독관의 결정(제45조), 특수
한 목적을 위한 처리에 있어서의 집행제한(제46조), 이에 대한 거부할
경우의 처우(제47조), 이에 대한 상소권(제48조), 판결(제49조), 판결 후
의 점유권 및 감독권에 대한 사항(제50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타규칙 및 일반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관의 기능(제51조~제54조)과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제55
조)과 정보주체의 열람권에 따라 취득한 기록의 경우에 특정기록을 다
른 목적으로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제56조), 건강기록 등과 관련된
어떤 계약조건도 그 계약의 조건으로 기록을 요구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제57조), 감독관이나 재판소에 제공된 정보와 관련한
사항(제58조~제59조), 각 장별 또는 조문별로 언급한 위반과 관련된
일반적 관련 규정 사항(제60조~제61조), 소비자보호법의 수정사항(제62
조), 총칙으로써 국왕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는 내용(제63조), 전달을 함
에 있어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통지서 등의 전달(제64조), 감
독관에 의해서만 통지서의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제65조), 스
코틀랜드에서의 미성년자의 권리능력(제66조), 명령, 법규, 규칙의 제정
과 시행에 관한 사항(제67조)과 용어의 정의(제68조~제71조), 시행과
관련한 사항(제72조~제7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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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개념정의
정보보호법은 제1조에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
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이러한 장비로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
는 정보, 관련 파일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이를 형성하려는 목적
으로 기록되는 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에 속하지는 않지만 제68조에서
정의된 접근가능기록의 일부가 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되기 전의 1984년 법이 자동처리형식으로 수집된 개인정
보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 비하여 새로운 정보보호법에서는 원칙적
으로 수작업에 의한 정보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2조
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정보 주체의 민족, 인종적 출신 사항(the racial or ethnic origin
of the data subject)
⒝ 정치적 견해(his political opinions)
⒞ 종교적 믿음이나 유사한 성격의 믿음(his religious beliefs or
bliefs of a similar nature)
⒟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83)(whether he is a member of a trade
union)
⒠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his physical or mental health)
⒡ 성생활(his sexual life)
⒢ 법률 위반 사실 또는 추정된 위반 사실(the commission or
alleged commisson by him of any offence)
⒣ 법률 위반이나 추정된 위반에 대해 소송 여부, 해당 소송의 처리
재판 결과 받은 판결(any proceedings for offence committed or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by him, the disposal of such
proceedings or the sentence of any court in such proceedings)

83) 이 법에서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
(Consolidation) Act) 1992』의 정한 것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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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법령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취득 또는 기록은 정보 속에 포함될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록하는 것
을 포함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용 또는 공개의 의미는 정보 속
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본 법령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취득 또는 기록’의 의
미는 정보 속에 포함될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사용 또는 공개’의 의미는 정보 속에 포함된 정
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법령의 목적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모든 정보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 주어진 명령에 자동적으
로 작동하는 장비로 처리되거나 관계형 파일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유럽 경제지역(EEA)84) 밖의 나라나 지역으로 전송된 후에는 개인정보
가 이와 같이 처리되고 관계형 파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개인정보가 그 처리 규정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요구되는 목적으로만 처리되는 곳에서는 그 처리 규정에 부과된 대로
행해지며, 그 아래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은 본 법령
의 정보 관리자에게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제1조에서 말하는 접근가능한 기록은 의료기록, 교육기
록, 공적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68조와 제69조에
서 자세하게 의료기록에 대한 범위85)를 정하고 있다. 교육기록과 공적
기록은 부칙 11과 부칙 12에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법에서 정

의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더불어 법령은 본 법령 이후에 통
과된 법령을 포함한다. 본 법령의 목적상 어떤 사실에 대하여 부정확
하거나 오도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84) EEA 국가는 1993년 3월 17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조약에 의해 조정되어 1992년 5월 2
일의 Oporto에서 제정된 유럽경제구역조약의 체결 당사자인 국가를 의미한다.
85) 건강기록의 정의는 68조에서, 범위는 69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후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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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용어의 정의 해설
용 어

설 명

정보 종류
(Data
classes)

정보의 존재 혹은 처리 유형, 예컨대 금융 관련내용
(financial details), 개인에 관한 내용(Personal details), 가족·
라이프사이클·사회환경에 관한 것, 교육과 훈련에 관한 것,
고용에 관한 것,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한다.

정보 관리자
(Data
controller)

정보 관리자는 정보의 존재 혹은 처리의 방식과 목적을 결
정하는 사람이다.86)

정보 처리자
(Data
Processor)

개인정보에 대 해 서 정보 관리 자 를 대 신 하 여 정보를
처 리 하 는 모든 사람(정보 관리 직원은 포함하지 않음)을
말한다.

정보 주체
(Data subject)

개인정보의 주체인 자

기간만료된
등록(Expired
entry)

갱신 없이 유효기간을 만료일을 넘겨 버린 등록부 등록

컴퓨터
(On computer)

컴퓨터라는 말은 메인프레임, 데스크탑, 랩탑, 팜탑 등 다양
한 유형의 컴퓨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하지 않는 것이라도 자동 검색시스템을 갖추어
자동 처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여기에 포함된다.87)

개인정보
(Personal
data)

개인정보는 그것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정
보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개연성 포함) 다른 정보로서 신원
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
다.88)

사전 평가
(Preliminary
assessment)

IC가 정보 관리자의 정보보호법 준수능력을 평가하는 특별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처리의 일정한 유형에만 적용된다.
등록이 공개될 때에는 하지 않는다.

처리
(Processing)

정보나 정보를 취득, 기록, 보존하거나 해당 정보나 정보에
대한 조직, 적용, 변경, 복구, 참고, 사용, 전달, 보급 또는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나 정보의 공개, 정
보나 정보의 배열, 결합, 폐쇄, 삭제 또는 제거작업 또는 일
련의 과정을 이행함을 의미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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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설 명

목적
(Purpose)

정보의 존재 혹은 처리의 목적을 말한다. 예컨대 직원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신인
(Recipient)

수신인이란 정보 관리자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개인 또
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예컨대 영장에 의해 경찰이 요구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히 법령에 의해 요구되어 지는 경
우는 제외한다.

1984년 법에
의한
등록제도에서
사용된 등록
규정
(Registration
codes
used in the
1984 Act
Registration
system)

1984년 법상의 등록제도에서는 정보 관리의 목적, 정보 주
체, 정보 종류 및 출처와 공개 등에 대해 상세한 코딩 시스
템이 사용되었다.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갱신
(Renewal)
비밀번호
(security
number)
수작업 기록
(Structured
manual
records)

정보 이전
(Transfers)

공적 등록부에서 등록자의 등록에 할당된 번호

등록부 등록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하여 ICO와 접촉할 때 사용할 용도로 할당된
번호이다. 이 번호를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공개되어서
는 안 된다.
처리 목적의 명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기구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특정한 개인에 관한 특정한 정
보가 쉽게 습득될 수 있는 방식에 의한, 개인에 관한 것 혹
은 개인의 특성에 관한 것을 구성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이다.
정보보호법에서 이전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
만 이전이란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저곳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접근가능한 웹상의 정보를
발송하는것(posting)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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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설 명

사업

모든 교역 및 업무을 포함한다.

감독관

정보 보호 감독관을 의미한다.

신용 대행사

『소비자 신용법 1974』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하여 개인을 보호
하는 지침 95/46/EC90)을 의미한다.

정부 부서

북아일랜드의 부서와 국왕을 대표하여 법적인 직무를 수행
하는 모든 단체나 기관을 포함한다.

왕실장관

『왕실장관법(Minister of the Crown Act 1975』와 같은 의
미를 갖는다.

공적 등록

강제된 요건인 집행에 의한 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요건과
모든 국제적 조약을 따르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이는 대중적 조사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
든 사람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학생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학교에 대해서는『교육법 1996』의
의미내의 등록된 학생을 의미한다.
⒝ 스코틀랜드의 학교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교육법
1980』의 의미내의 등록된 학생을 의미한다.
⒞ 북아일랜드의 학교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 교육 및 도
서관령 1986』의 의미 내의 등록된 학생을 의미한다.

수취인

공개되는 개인정보를 수취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
보 관리자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정보 처리인이나 그의
고용인, 대리인과 같은) 정보 관리자에 의한 그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수취하게 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91)

등록된 회사

당분간 영국의 지휘 아래 있는 회사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기록된 회사를 의미한다.

학교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교육법 1996』과 같은 의미
를 갖는다.
⒝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교육법 1980』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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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설 명
의미를 갖는다.
⒞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교육 및 도서관령 198
6』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교사

⒜ 영국의 수석 교사
⒝ 북아일랜드의 교장

제3자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정보 주체
⒝ 정보 관리자
⒞ 정보 처리인이나 기타 정보 관리자나 처리인을 대신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재판소

정보 보호 재판소를 의미한다.

출처 : 한국전산원,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사례연구”, 연구보고서,
2005, [표-2]를 영국 정보보호법 법령상의 정의규정을 토대로 재구성
하여 작성하였음

86) 정보 관리자는 1인,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87) 예컨대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필름에 저장된 기록(microfiche), CCTV를 포함한 오
디오 비디오 시스템, 전자 팩시밀리 시스템, 전화 로깅 시스템(telephone logging
system) 등을 위한 자동 검색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88) 정보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많은 기타 정보나 정보 또한
해당 개인에 대해 표현된 의견이나 정보 관리자의 모든 지시사항, 그 사람과 관계있는
모든 타인에 관한 의견도 포함한다.
89) 처리에는 정보의 보유(obtaining), 기록(recoding), 유지(holding), 하나 혹은 수개의 과
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정보의 정리, 변환, 수정, 검색
등과 정보의 검색, 상담, 사용, 정보의 공개, 삭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
보에 관한 모든 활동이 처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90)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sil on the protection of in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95/46/EC(보
통“EU지침 95/46/EC"라고 약칭된다).
91) 그러나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사람의 또는 그를 대
신하는 사람의 특별한 요구의 결과에 의해 생기거나 그 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생기는
정보 공개의 수취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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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가. 당사자

본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는 국가와 개인이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없으므로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의 침
해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국가가 당사자가 된다. 또한 계
약에 의해 정보공개가 이루어 졌다면 소비자 보호법과 계약의 일반적
원리에 의해서 당사자가 정해진다.

나. 대상

1998년의 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자동처리
된 정보, 자동처리를 목적으로 기록된 정보 및 저장시스템의 전부 혹
은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1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정의되는 정보란
⒜ 필요한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해 처리되는 것.
⒝ 이러한 장비로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 관련 파일 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이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 전 3호에 속하지는 않지만 68조에서 정의된 접근가능기록92)의 일부
가 되는 것을 말하고, 접근가능기록은 건강기록, 교육기록, 공적기
록을 말한다.

92) ⒜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상태에 관련된 정보로 구성된 기록, 개인을 돌보
고 있는 건강 직업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정보, ⒝ 부칙 11에서 정의
된 교육 기록, ⒞ 부칙 12에서 정의된 접근 가능한 공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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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록

건강기록이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상태에 관련된 정보
로 구성된 기록과 개인을 돌보고 있는 건강직업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정보’를 말하는데 이중 건강직업인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직업인 중 의료시술자
는 『의료법 1983』15조와 21조에 따라 정규 등록된 모든 사람을 포함
하여 아래의 건강관리단체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표 3-4] 건강직업인 관련 정의
건강직업인

건강관리단체

⒜ 등록된 의료시술자

⒜『국민 보건법(Nationa l Hea lth

⒝『치과의사법(the De ntist Act)

Se rvice Act) 1977』8조에 따라

1984』53조 ⑴항에 의해 정의된

설립된 보건당국(Health Authority)

등록된 치과의사

⒝ 위 법령 11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

⒞『안과법(the Optician Act) 198

보건당국

9』36조 ⑴항에 의해 정의된 등 ⒞『스코틀랜드 국민보건법 (National
록된 광학기계관련자
⒟『약사법(the

Health Service Act) 1978』의 의미

Pharmacy

Act)

내에서의 보건원

1954』42조 ⑴항에 의해 정의된

⒟ 위 법령의 의미 내에서 특수보건원

등록된

⒠ 위 법령 102조에 따라 제공되는

약화학자,

(Pharmacy

또는『약사령

Order;

북아일랜드)

1976』2조 ⑵항에 의해 정의된

국립병원의 관리자
⒡『국민

보건

(National

등록된 사람

및

Health

사회

보호법

Service

and

⒠ 등록된 간호사, 산파, 순회 보건원

Community Care Act 1990』이

⒡『정골요법사법(the

나

Osteopath

『스코틀랜드

국민

보건법

Act) 1989』41조 ⑴항에 의해 정

(National Health Service) 1978』

의된 등록된 정골요법사

12조 A에 따라 일차적으로 설립

⒢『척추지압사법

(Chiropractors

Act) 1994』43조에 의해 정의된
등록된 척추 지압사

된 국민 보건 위탁소
⒢ 북아일랜드의 『보건 및 개인 사
회복지령(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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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sonal

건강직업인

건강관리단체

⒣『의료 직업 보충법(the Professions

Social Service Oder) 1990』에

Supplementary to Medicine Act)
1960』에

임시적으로

해당하는

따라 설립된 보건사회복지부
⒣ 북아일랜드의 『보건 및 개인 사

의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다

회복지령(Health

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Social Service Oder) 1990』에

⒤ 임상 심리학자, 아동 정신치료사,

따라

언어치료사

설립된

and

Personal

특수보건사회복지

대행사

⒥ 건강 관리 단체에 고용된 음악

⒤ 북아일랜드의 『보건 및 개인 사

치료사

회복지령(Health

⒦ 건강 관리 단체의 부장급으로 고
용된 과학자

and

Personal

Social Service Oder) 1991』10조
에 따라 설립된 보건사회복지부
위탁소

(2) 교육기록

(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교육기록에 대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3조에 명시된 잉글랜드와 웨일즈 학교의 운영단체나 교사에 의
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처리된 정보
⒝ 그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이었던 사람에 관련된 정보
⒞ 4조에 명시된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고안하거나
공급된 정보. 단, 교사가 자신만의 용도로 처리한 정보는 포함하
지 않는다.
2. 위 ⒜에서 언급한 학교는 다음과 같다.
⒜ 지역 교육 당국이 운영하는 학교
⒝ 지역 교육 당국이 운영하지 않고, 『교육법 1996』6조 ⑵항에 정
의된 특수 학교
3. 위 1의 ⒞에서 언급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학교를 보유한 교육 당국의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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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학교 기준법(School Standard and Framework) 1998』의
의미 내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학교나 특수학교의 (근무 계약에
따라 학교 운영 단체에 고용된 교육 심리학자를 포함한) 학교의
교사나 기타 고용인
(ⅱ) 지방 교육 당국이 보유하지 않은 특수학교의 (근무 계약에
따라 학교 운영 단체에 고용된 교육 심리학자를 포함한) 학교의
교사나 기타 고용인
⒞ 그 기록과 관련된 학생
⒟ 『교육법 1996』576조 ⑴항에 정의된 그 학생의 학부모

(나) 스코틀랜드

교육기록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이 처리된 모든 정보의 기록에 적용된다.
⒜ 스코틀랜드 교육 당국에 의해
⒝ 교육 당국의 관련 기능을 위해 단, 교사가 자신만의 용도로 처리
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위1의 목적상,
⒜ "교육 당국"은 스코틀랜드 『교육법 1980("1980년 법")』의 의미
내에서의 교육 당국이나, 『자율 학교 및 기타 관계법(Se lfGove rning School etc. Act) 1989("1989년 법)』의 의미 내에 있
는 운영위원회인 자치 학교의 교육 당국을 의미한다.
⒝ "관련 기능"은 각 교육 당국에 대해 1980년 법 1조와 1989년 법
7조 ⑴항에 따른 기능을 의미한다.
⒞ 교육 당국에 의해 처리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임무 수행
과 관련된 처리에 사용된 경우 교육 당국의 관련 기능을 위해 처
리된 것으로 본다.
(ⅰ) 해당 교육 당국이 제공하는 학교의 학생이거나 학생이었던 사람
(ⅱ) (1980년 법의 의미 내에서) 추가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
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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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아일랜드

교육기록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 모든 정보의 기록에 적용된다.
⒜ 북아일랜드의 무상원조학교의 운영위원회나 교사에 의해 또는 이
를 대신하여 처리된 정보
⒝ 그 학교의 학생이거나 학생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정보
⒞ 8조에 명시된 사람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연
유된, 또는 이들이 제공한 정보 단, 교사가 자신만의 용도로 처
리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위 1의 ⒜ “무상원조 학교”는 북아일랜드의 『교육 및 도서관령
(Education and Libraries Order) 1986』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3. 위 1에서 언급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 그 학교의 교사
⒝ 교사 이외에 교육 및 도서관 운영회의 고용인
⒞ 그 기록에 관련된 학생
⒟ (『교육 및 도서관령 1989』2조 ⑵에서 정의된) 그 학생의 학부모

(3) 공적기록
본문 68조에 따라 "접근 가능한 공공 기록"은 주택 공급 및 사회 서
비스 기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된 관계 당국에 의해 유지 되는 기
록을 의미한다.
(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1. 관계 당국 접근 가능한 정보 : 주택 보급법(Housing Act)상 지역 당
국 관계 당국의 임차에 대한 정보 지역 사회 서비스 당국 관계 당
국의 사회 서비스 기능을 위한 정보
2. ⑴ 다음은 해석을 위해 적용된다.
⑵ 『주택보급법 1985』4조 ⒠항의 효력에 따라 이 법의 모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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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지역 당국인 모든 관계 당국은 본 부칙의 목적상 "주택보
급법상의 관리 지역 당국"이 되며 『주택 보급법 1988』제 3장에
따라 설립된 주택보급활동 위탁자가 된다.
⑶ 주택보급법상의 관리 지역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그 당
국에 대해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었거나 또는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관계 당국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현재나 과거 또
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주거 관계를 설정하려고 한 경우 이에 포
함된 정보는 "관계 당국의 어떤 임차 관련 목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⑷ 『지역 사회 서비스법(Local Social Service Act) 1970』2조 및 12조
에 따라 본 법의 목적상 지역 당국이거나 이로 처리되는 관계 당국
은 본 부칙의 목적상의 "지역 사회 서비스당국"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관계 당국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과거나 현재
또는 제안된 모든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한 경
우 "관계 당국의 사회 서비스 기능을 위해 확보"되어 있다.
⑸ 2항이나 주택 보급법 1985 2장 또는 지역 사회 서비스법 1970에
사용된 모든 표현은 본 법령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나) 스코틀랜드
1. 관계 당국 접근 가능한 정보
지역 당국. 스코틀랜드 내무부 그 단체의 모든 임차 관련 목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정보사회 사업부 스코틀랜드『사회 사업법 1968』
과 이법 5조 (1B)에서 언급된 규정에 따른 당국의 모든 기능을 목
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정보
2. ⑴ 다음은 해석에 적용된다.
⑵ "지역 당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 『지방 정부 및 기타 법 1994』2조에 따라 구성된 회의⒝ 그
회의의 둘 이상의 공동회의나 공동위원회
⒞ 이와 같은 회의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위탁자
⑶ 지역 당국이나 스코틀랜드 내무부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에 포함
된 정보가 그 당국에 대해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었거나 또는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스코틀랜드 내무부 사이에서 임대
인과 임차인간의 현재나 과거,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주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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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에 포함된 정보는 관계 당국의
임차 관련 목적으로 사용된다.
⑷ "사회 사업부"는 『사회 사업법 1968』의 목적상 지역 당국을 의
미한다. 또한 그러한 관계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포함
된 정보가 어떤 경우에나 과거나 현재 또는 제안된 관계 당국의
기능을 위해 사용된 경우 해당 정보는 이들의 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 북아일랜드
1. 관계 당국과 해당 정보
관계 당국 : 북아일랜드 주택 보급부, 보건 및 사회 복지부,
접근 가능한 정보 : 주택보급부의 임차 관련 목적으로 사용된 정보,
『보건 및 개인 사회 복지령 1972』17조 ⑴항에 의해 주어진 지시
에 따른 이 부서에 과거나 현재, 또는 제안된 어떤 임무 수행을 목
적으로 한 정보, 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개인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운영에 대한 보건 및 사회 복지부를 대신하는 위원회
⒜ 『아동 및 어린이에 대한 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1986』
⒝ 『보건 및 개인 사회 복지령(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
Oder) 1978』
⒞ 『결혼 상담 소송법(Matrimonial Causes Order) 1978』
⒟ 『가정문제 소송법(Domestic proceedings Order) 1978』
⒠ 『채용법(Adoption Order) 1987』
⒡ 『아동법(Children Order) 1995』
보건 사회 복지부 위탁자 보건 및 사회 복지령 (1994) 3조 ⑴항에
따른 당국의 위탁자에 대해, 또는 마지막 기재 사항에 언급된 모든
법적 규정에 따른 개인사회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보건 및 사회
보장 위원회를 대신하는 위탁자에 대해 과거나 현재 또는 제안된
수행 가능한 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정보
2. 본 조항은 해석에 적용된다.
북아일랜드 주택 보급부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그 부서에 대해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었거나 또는 임차인이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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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사람과 이 부서 사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현재나 과
거,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주거 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경
우 이에 포함된 정보는 "주택 보급부의 임차 관련 목적으로 확보"
되고 있다.

다. 공공․민간의 구별여부

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동법 제54조에 의해서 또는 그에 따라 달
리 명시되지 않는 경우 동법은 정보관리자가 영국에서 설립되고 정보가
설립된 내용에 의해 처리된 경우나 영국 혹은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설립되지 않은 정보관리자지만 영국을 통해 전송하는 목적 이외에 정보
를 달리 처리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모든 정보
에 대해 정보관리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구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있어서 규율의 특징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명시된
적법한 목적으로만 취득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는 처리되어야 할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가능한 최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
고, 그 목적상 필요한 기간 이후에 보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보호법
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일치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
인정보의 무자격 또는 불법적 처리와 사고로 인한 손실 및 파괴나 훼손
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조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모두 인정이 된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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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범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가. 적용범위

본 법의 적용은 공공기관 및 국민을 포함한 국왕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법령의 목적 상 각 정부 부서는 기타 정부 부서로부터
분리된 개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또는 처리되
어야 하는 목적과 방법이 왕궁근위법(Royal House hold), Lancaster
공령(the Duchy of Lancaster) 또는 Cornwall 공령(the Duchy of
Cornwall)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본 법령에 따라 그
정보 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왕궁근위법에 관련하여 내탕금(Privacy Purse)의 관리자
⒝ Lancaster 공령과 관련하여 공령 서기관(Chancellor of Duchy) 임
명자와 같은 사람
⒞ Cornwall 공령에 관련하여 Cornwall 공작 같은 사람이나 임시
Cornwall 공령 임명자

다만, 정함이 없는 때에는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임명된
다. 또한 정부 부서나 위의 정함에 따른 정보 관리자인 사람도 그에
따른 기소의 책임은 면하지만, 55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등과 같은 경우와 부칙 9의 12조에서 정한 범법행위의 경우에는 왕위
에 복무하는 사람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듯이 적용된다.

나. 적용예외

개정 정보보호법은 실체적 규범이지만, 동 법상 12가지, 그리고 부
칙을 통해 11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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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보보호법상에서 정한 적용예외와 법에서 부칙으로 위임한
부가적 내용까지 살펴봄으로써 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적용예
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그 논의의 영역을 확대하여 보고자 한
다.

(1) 국가안보

첫 번째는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8개 원칙 모두와 정보
주체의 액세스권, 정보보호커미셔너에로의 제출에 관한 규정, 정보보
호커미셔너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동
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는 국가 안보

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의 모든 관련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모든 또는 어떤 조항으로부터의 예외를 증명하는 왕실장관 (Minister
of the Crown)이 서명한 증명서는 이에 언급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
이 그 사실의 결론적인 증거가 됨을 보이기 위해 요구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그것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신상을 일반적인 설명으로 밝
힐 수 있으며, 장래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증명서의 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재판소에 그
증명서에 반대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 상소에서, 재판소가 법령적 검
토에 대해 법원에서 적용된 원칙을 적용할 때, 장관이 증명서를 발행
할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알게되면, 상소를 허용하고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다. 본 법령에 따라 또는 이의 효력에 의한 소송에서 그 소송의
반대 당사자인 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설에
따라 적용되는 개인정보를 증명하는 증명서에 대해 재판소에 그 증명
서가 문제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지 않으며 증명서가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법원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상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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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가 결과적으로 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증명서임을 입증하는 문서는 증거로서 채택되며
반증이 없으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증명서는 장관이 발행한 증명서의
실사본으로 왕실장관(Minister of the Crown)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
함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적 소송에서 그 증명서의 증거가 된다(스코틀
랜드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됨). 왕실장관의 권한은 내각의 일원인 장
관에 의해서 검찰총장 또는 법무장관에 경우 이외에는 효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관련 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개인정보에 관련되어서
도 제4장에 주어지는 적용예외의 권한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범죄방지 혹은 수사, 조세

두 번째로는 범죄방지 혹은 수사, 범죄자의 체포 또는 소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와 같은 종류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
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8개 원칙 모두와 정보
주체의 액세스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동법 제29조에서 규정되어 있
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중 하나의 목적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는 정
보 보호 제1원칙에서 제외된다. (부칙 2와 3의 조건을 따를 것을 요구
하는 경우 제외)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그 관련 규정의 적용이 이 항
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면 제7조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 범죄의 방지나 추적
⒝ 범법자의 체포 및 기소
⒞ 조세나 의무의 부과 또는 유사한 성질의 부과

또한 법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면제해 줄 목적으로 처리된 개인정
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로 구성된 정보,

앞서 언급한 목적으로 처리된 것과 같은 범주에 있는 한도에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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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 개인정보는 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 앞
서 언급한 여하한 목적을 위한 공개일 경우 ⒝ 공개와 관련한 이 관
련 규정의 적용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경우
비공개 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이 때 정보 관리자가 관계 당국93)인 경우의 개인정보와 다음의 개
인정보는 이 예외항이 이의 운영상의 이익에 따라 요구되는 범주까지
7조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금 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공된 자금을 포
함한다.
⒜ 다음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해 관계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금
부과체계의 일부로써 정보 주체에게 적용되는 계층 분류로 구성
된 개인정보
(ⅰ) 조세나 의무의 부과 또는 유사한 성질의 부과
(ⅱ) 관련 범법사항이 어떤 공공기금의 유용이나 불법적 적용에
연루되었을 때, 위의 방지나 추적 또는 범법자의 체포 및 기소
⒝ 이 중 하나의 목적으로 처리된 경우의 개인정보

(3) 언론, 예술, 문학의 목적

세 번째는 저널리즘목적, 예술목적 또는 문학목적을 위하여 처리되
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동법적용의 예외로 된다. 나누어 보면, 1)저널
리즘, 문학, 예술의 자료를 다른 사람이 출판을 위하여 처리가 받아들
여진 경우, 2)정보관리자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공익을 중시한 결과
간행물이 공익에 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 3)정보관리자
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각 조항을 존중하는 것이 그 목적에 모순된다
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8개의 일반원칙 중에서 안전보호조
치의 원칙을 제외한 모든 원칙과 정보주체의 액세스권, 정보콘트롤권
93) 관계당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 정부 부서, ⒝ 지방 정부당국, ⒞ 주택수당이나 자문
위 세금 수당을 운영하는 기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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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 목적으로만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다음 조건에 따라 본항이 관
련된 모든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 어떤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 소재가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출
판을 위해 취해진 처리된 경우
⒝ 표현, 출판에 대한 공공이익의 특별한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정
보 관리자가 공공이익에 타당하게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 정보 관리자가 모든 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관련 규정이 특수 목적과 분명히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는 정보 보호 제7원칙을 제외한 정보 보호 원칙과 제7
조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 제10조의 손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
는 처리를 방지할 권리, 제12조의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한 권리, 14조
⑴항에서 ⑶항의 정보의 개정, 폐쇄, 삭제 및 파기와 관련이 있다. 또
한 정보 관리자가 공공 이익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 해당 출판의 관련성과 본 항의 목적에 따른 내무장관의 명
령 중 어떤 시행 규칙을 따르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⑼항94), 제10조 ⑷항95), 제12조 ⑻항96)에 따라 또는 제13조97)
의 효력에 의해 정보 관리자에 대한 소송 중 어떤 시기(관련 시기)에
94) 제7조 9항은 “만약 법원이 본 조항의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른 어떤 사람의 요청에
대해 해당 정보 관리자가 그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면, 법원은 정보 관리자에게 그
요청을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95) 제10조 4항은 “만약 법원이 정당하게 보이는 (또는 어느 정도까지 정당하게 보이는)
⑴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어떤 사람의 신청에 대해, 요구받은 정보 관리자가 그 통보
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통보에 상응할
(또는 어느 정도까지 상응하도록 할)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보 관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96) 제12조 8항은 “만약 법원이 정보 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
람(책임자)이 ⑴항과 ⑵항의 ⒝에 상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법원은 그 책임자
에게 그 결정을 재고하거나 ⑴항에서 언급한 처리만을 근간으로 하지 않은 새로운 결
정을 내리도록 명령할 수 있다.”
97) 일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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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자가 주장하거나 법원이 볼 때, 그 처리에 관련된 어떤 사람
이 특수 목적으로만 처리되었거나,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 소재가 되
는 어떤 사람에 의한 출판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해 관련 시간에서 24
시간 이전에 정보 관리자에 의해 출판된 적이 없을 때, 법원은 ⒜ 해
당 정보에 대한 45조에 따른 감독관의 판결이 효력을 가질 것, ⒝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소송의 경우에 그 주장이 철회되는 것 중 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소송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의
목적에 따라 출판은,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인 문서와 관련해서 모든
공중이나 공공의 어떤 계층에 공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 통계 혹은 역사적 목적

네 번째는 통계 혹은 역사상의 목적에서 특정한 개인에 관한 결정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보존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무기한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다(제33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의 연구 목적이란 통계적, 역사적 목적을 포함한다. “관련 조
건”이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는 특별한 개인에 대한 조치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보는 근본적인
피해나 고통을 어떤 정보 주체에게 초래하는 또는 초래할 것 같은 방
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정보 보호 제2원칙의 목적상, 관련 조건을 준수한 경우 연구 목적만
의 개인정보처리를 더하는 것은 그 정보가 수집된 목적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건을 준수한 경우 연구 목적만으로 처리된 개인
정보는 정보 보호 제5원칙과 상관없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다.98) 연구
98) 개인정보의 경우에 정보의 보존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에만 보존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정해진 목적과 그 적정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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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만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는 관련 조건을 준수했거나, 연구 결과나
결과적인 통계자료가 정보 주체나 대상자 중 어떤 사람의 신상을 밝
히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동법 제7조에서 예외가 된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단지 그것이 다음의 사람에게 공개되었다는 것
때문에 연구 목적이외로 처리될 수 없다.
⒜ 연구 목적만의 어떤 사람
⒝ 정보 주체나 그를 대신하는 사람
⒞ 정보 주체의 요구나 동의 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람의 요구나 동의
⒟ 그것을 공개하는 사람에게 그것의 공개가 ⒜, ⒝, ⒞에 해당한
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제반 사정.

(5) 교육․연수․고용 등의 목적

다섯 번째는 정보주체의 교육․연수․고용, 어떤 임무에 대한 임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제공되어진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러한 학문적,
직업적, 또는 기타의 검토 기간 동안 해당자에 의해 기록된 정보로 구
성된 개인정보는 본문 7조에서 예외가 인정 된다. 이는 정보주체의 액
세스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부칙 7의 제9항).

(6) 보건, 교육 및 사회사업

여섯 번째는 정보주체의 심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되는 개인정보
에 관한 규정은 국무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적용예외 또는 적용을 완
화할 수 있다. 또 학교 등의 소유자가 정보관리자인 경우에는 당해 학
교의 학생 또는 학생이었던 자에 관한 정보가 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배제하거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제30조). 그 내용을 자
동안만 보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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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무 장관은 명령에 의해 주요 정보 관련 규정에서 제외되거나 이
러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또는 정보 주체의 조건에 관련된 정보를 포
함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내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주요 정보 관련 규정에서 제외되거나 다음과 관련된 규정을 수
정할 수 있다.
⒜ 정보 관리자가 학교의 소유자이거나 교사인 경우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와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
⒝ 정보 관리자가 스코틀랜드 교육당국인 경우와 관련해서 개인정
보나 당국에서 제공하는 심화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정보

여기서 내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제외되거
나, 그 명령에 명시될 수 있는 기타 설명을 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관
련 규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가 그 명령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설정된 정부 부서나 지방 당
국 또는 자율 조직이나 기타 단체에 의해 처리되고, 그에게 정보 주체
나 타인에 관련된 사회 사업을 수행하는 중이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처리된다고 보이는 경우, 그러나 내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예외나
수정 관련 규정(또는 수정하지 않은 조항)을 정보에 적용하는 것이 사
회 사업의 수행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예외나 수정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명령은
각기 다른 설명을 하는 정보로 구성된 정보에 대해 각기 다른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부수적으로 개념과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당국과 심화교육은 『스코틀랜드 교육법 1980(the 1980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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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의미와 같고, 지방장관은
⒜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학교의 경우 『교육법 1996』에서와 같
은 의미이다.
⒝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ⅰ) 자율학교의 경우, 『학교 자율법(Se lf- Gove rning
School Act) 1989』의 개념 내에서 관리회의를 의미한다.
(ⅱ) 독립학교의 경우, 『1980년 법』의 개념 내에서 관리자
를 의미한다.
(ⅲ) 학자금보조학교의 경우, 『1980년 법』의 개념 내에서
관리자를 의미한다.
(ⅳ) 공립학교의 경우, 『1980년 법』의 개념 내에서 교육당
국을 의미한다.
⒞ 북아일랜드의 경우에 『교육 및 도서관법 1986』과 같은 의
미이며, 통제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통제회의를 포함한다.

(7) 규율 활동

동법 제31조에서는 아래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임무99)를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는 그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 그 임무의 이행을 해칠 것 같은 모든 경우에 주요 정보 관련 규정
으로부터 제외된다.
⒜ 다음에 대하여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
(i) 금융 관련 규정에 관계된 사람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 법인체의
관리에 있어서의 부정직, 배임 행위, 기타 심각한 부적합한 행동,
무능력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ii) 해결된 또는 미해결된 파산에 따른 재정적 손실
(iii) 어떤 직업이나 기타 활동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정직, 배임행
위, 기타 심각한 부적합 행동이나, 부적응, 무능력
⒝ 이들의 경영에 있어서 신탁자에 의해서 또는 그 외의 사람에 의해
부정행위나 부정관리에 대하여 자선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
⒞ 손실이나 오용으로부터 자선 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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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단체의 재산 회복을 위한 임무
⒠ 직업인의 건강, 안전,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
⒡ 직업인의 활동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되어 생기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직업인 이외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

또한 법률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서 주어진 직무((i) 의회 행정관,
(ii) 잉글랜드의 지방행정관, 웨일즈의 지방행정관, 스코틀랜드의 지방
행정관, (iii)잉글랜드 건강관리원, 웨일즈의 건강관리원, 또는 스코틀랜
드의 건강관리원, (iv) 웨일즈 행정조사관, (v) 북아일랜드의 행정조사
회, (vi) 북아일랜드의 민원조사관)를 집행하기 위해 처리된 기타 정보
들과 (i) 공공 단체에 의한 행정적 착오, (ii) 공공 단체에 의해 제공되
는 서비스 중지, (iii) 어떤 공공 단체가 서비스 제공 임무를 가졌던 경
우 해당 서비스 제공 임무 중단 해당 정보에 대한 규정이 그 임무의
적합한 이행을 해칠 것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중을 보호하
기 위한 임무는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또한

⒜ 공정거래 사무총장(Director of Fair Trading)에 대해 법령

에 의한 또는 이에 따른 임무, ⒝ 다음을 위해 설정된 임무[(i)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대중의 이익을 거스를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ii) 그 목적이나 효과가 상업적 활동
에 대한 경쟁의 금지, 제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이나 행위의
규율을 위해 (iii) 시장에서의 우선적 위치의 남용에 상당하는 하나 이
사의 부분을 점유하는 행동의 규제를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관련 규
정이 그 임무의 적합한 이행을 해칠 것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요 정보 관련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99) 관련 임무란 다음을 의미한다. ⒜ 법률에 의해 모든 사람에 대해 주어진 모든 직무,
(b) 왕실, 왕실장관, 또는 정부 부서의 모든 직무 또는 (c) 공공성을 띠고 공공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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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계 법령에 의한 또는 이에 따른 공공에게 공개된 정보

동법 제34조에서는 개인정보가 ⒜ 주요 정보 규정, ⒝ 정보 보호 제
4원칙과 14조 ⑴항에서 ⑶항, ⒞ 비공개 규정다음으로부터 예외가 되
는 경우에 정보 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서 무상으
로든 수수료를 받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출판 내지는 대중이 쉽게 조
사할 수 있도록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에게 유용하게 해야 하는 의
무를 가지게 된 정보로 해당 정보가 구성되었다면 적용의 예외를 인
정하고 있다.

(9) 법률에서 요구하는 또는 법적 소송과 관계된 공개

또한 동법 제35조에서는 개인정보는 법률상의 규칙이나 법원의 명
령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공개인
경우 비공개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개인정보는 (예상되는 소송을
포함하여) 법적 소송의 목적상 또는 그와 관련되어 법률적 조언을 구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법적 권리를 제정, 행사, 보호하기 위한 목
적으로 달리 필요한 경우다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비공개규정으로
부터 예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가정적 목적

동법 제36조에서는 개인 자신, 가족 또는 가정 업무(오락을 위한 것
을 포함해)를 위해서만 개인이 처리한 개인정보는 2장 및 3장의 정보
보호 원칙 및 규제로부터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타
예외조항은 부칙 7에서 정하고 있다(동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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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령에 의한 기타 예외 조항

동법 제38조에서는 개인정보는 그 구성 정보의 공개가 어떤 관계
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며, 정보 주체의 이익이나 그 금지나 제
한 조항이 본인 내용을 지배하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 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할 경우, 내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개인정보를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면제가 정보 주체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하는데 필요
한 것이어야 할 경우, 내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그 명령에 조건으로 명
시된 개인정보의 어떤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관련 규정으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과도기적인 구제는 부칙 8에서 정하고 있
다. 이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12) 기타 예외조항

부칙 7에서는 앞서 언급한 예외조항 이외에도 기타 예외조항을 규
정하고 있다.

(가) 정보 관리자에 의해 행해지는 신용 위탁

개인정보는 다음을 위해 정보 관리자가 행하는 또는 행해야 하는
신용 위탁일 경우 본문 7조에서 예외가 된다.
⒜ 정보 주체의 교육, 훈련, 고용, 또는 예상 교육, 훈련, 또는 고용을 위해
⒝ 정보 주체를 어떤 임무에 임명, 또는 이후에 임명하기 위해
⒞ 정보 주체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 또는 앞으로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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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대

개인정보는 주요 정보 관련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정부 군대의 효
과적인 전투력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그 관련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다) 법조인의 임명과 훈장

다음을 위해 처리된 개인정보는 어떤 사람이 법률 사무소나 왕실
고문 변호사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이거나, 정부가 훈장 기타 명
예를 수여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라) 정부 고용인, 정부 관리나 장관 임명자

내무장관은 명령으로 어떤 사람이 다음의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처리된 개인정보를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 정부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정부의 지휘 하에 일하는 고용인의 직무
⒝ 여왕이나 각료, 또는 북아일랜드 행정 부서에 의해 정해진 임명자의 직무

(마) 경영 예측 및 기타

정보 관리자의 업무 수행이나 기타 활동시 그를 도와 경영 예측이
나 계획 수립을 위해 처리된 개인정보는 주요 정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그 업무의 수행이나 기타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에 한하여 이로부터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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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인 금융

개인정보가 관계인에 의해 제공되는 법인 금융 서비스를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
터 예외가 된다.
-

그 정보에 이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증서(instrument)나
이후에 작성될 수 있는 증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

정보 관리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러한 증서의 가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타당하게 판단하는 경우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도, 그 정
보가 영국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주요 정보 관련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내무장관은
명령으로 다음을 명시할 수 있다.
⒜ 영국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필
요한 경우 주요 정보관련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되는지 여부에 대
한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 그러한 예외가 필요한 목적에 요구되는, 또는 요구되지 않는 조건.

여기에서 “법인금융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 증서에 대한, 또는 발행된 증서의 인수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에 관련된 자금 구조, 사업 전략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
⒞ 증서에 대한, 또는 발행된 증서의 인수에서 언급된 인수와 관련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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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협상

정보 주체와의 협상에 관련된 정보 관리자의 의도를 담은 기록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는 주요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협상에 해를 끼칠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아) 검토 표시

부칙 7은 개인정보가 학문적, 직업적, 또는 기타의 검토 결과를 판
정하기 위해서 이거나 그러한 결과 판정을 계속했을 때의 영향다음을
위해 정보 관리자에 의한 표시나 다른 정보로 구성된 경우에 ⑵항과
⑷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효력을 지닌다. 관련 일자가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날 이전에 해당할 때, 본문 7조 ⑻항에 언급된 다음의 기간
중 이른 날짜까지 연장된다.

⒜ 관련 일자로 시작해서 5개월이 끝날 때
⒝ 발표 당일로 시작해서 14일이 끝날 때

이러한 요청에 대한 관련 일자 이후에 규정된 기간이상의 연장 기
간과 그 요청에 따라 주어지는 정보는 그 요청이 접수되는 때에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되는
때에 시작해서 이행되는 때에 끝나는 기간 동안에 수시로 그 정보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검토100) 결과는 그것이 처음 공표되는 시기 또
는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지원자가 처음 사용할 수 있게되고
이를 전달받은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취급한다. 여기에서 “규정된 기
100) "검토"는 그의 모든 시험, 작업, 또는 기타활동 수행능력에 대하여 해당자의 지식, 지
성, 기술, 능력을 판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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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문 7조에서 임시로 규정될 수 있는
14일이나 기타의 기간을 의미한다.

(자) 검토안 및 기타

학문적, 직업적, 또는 기타의 검토 기간 동안 해당자에 의해 기록된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는 본문 7조에서 예외가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적용의 예외 중 교육 목적 등에 관한 부가적인 특례라고 할 수 있다.

(차) 법률가의 직업적 특권

법률가의 직업적 특권, 또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고객과 법률전문가
사이의 통신 비밀 보장에 대한 항소가 법률 소송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는 주요 정보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카) 유죄 인정

본 법령에 따른 범법 사항 이외의 어떤 범법 사실의 증거를 드러내
어 본문 7조에 따른 요청이나 명령에 한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
는 사람은 그 범법 사실에 대한 재판에 회부된다. 본문 7조에 따른 요
청이나 명령을 준수하는 사람에 의해 공개된 정보는 본 법령에 따른
범법 사항에 대한 소송에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

다.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한(정보공개청구의 허용)

정보자유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개인정보를 포
함)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접근권이 허용된다.101)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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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보호에 대한 예외로서 기능한다. 정보자유법에 의하면 공
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청구하는 자는 요청서에 명기되어 있는 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공공기관이,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고 찾아내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청
구인에게 이러한 요건을 통지하였다면, 공공기관은, 그 추가적인 정보
를 제공받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공개되어야

할

정보

보유

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public

authority)이며, 공익회사를 포함한다. 또한 정보가 타인을 위해서가 아
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거나, 그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타
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보유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국무장관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
공기관 이외에도 동법을 적용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자에 대한 통지서면을 통하여
비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3개월 기간 동안 비용이 납부
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일단 청구가 유효한
한 공공기관은 신속하게 그리고 늦어도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
부터 20일 내에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의 요청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자에게, 당국이 조언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한도에서, 조언하고 도움을 제
공하는 것은 공공당국의 의무이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
지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관련 사실을 언급하고, 해당 면제를 상술하고, 달리 명백하지
않다면 왜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언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101)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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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보호법」은 정보이용자가 보유하는 정보에는 자기의 개인정
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에 대한 알 권리가 개인에게 인
정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자기의 개인정보와 그 처리목적, 정보수령
자에 대하여 정보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보유자의 액세스권
이라고 한다. 정보 주체는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 손해나 고통을 초
래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를 금지할 권리, 다이렉트 마케팅을 목적으
로 하는 정보처리를 금지할 권리,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한 권리, 일정
한 요건을 따리 못할 경우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의 정정, 차단, 삭제,
폐기와 개인정보 처리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보주체
의 권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로써 모
든 정보 관리자로부터 정보 주체인 개인정보가 정보 관리자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지 또는 정보 관리자를 대신하여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이 경우에 정보 관리자가 정보 주
체인 개인의 정보라는 사실과 처리중이거나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사항, 정보 공개의 수혜자나 예상 수혜자에 대한 설명해야 한다.
이 때 개인은 스스로가 정보 주체인 경우 모든 개인정보를 구성하
는 정보라는 사실과 해당 정보원천에 대해 정보 관리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개인정보를 자동화
기구로 다룰 때 개인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다루는 경우(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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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 신용, 신뢰성이나 품행 등)에 어떤 부
분에서 그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 사항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지를 또는 될 수 있는 지 결정하는 논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정보 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
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보 관리자는 서면 요청서, 그리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된 수수료(미리 기재한 최고액을 넘지 않는)
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보관리자가 신원확인과 정보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
가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102) 이와 함께 정보
관리자가 해당 정보로부터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타인에 관계된 정
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경우 타인이 그 요청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이 확실히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여기에서 타인에 관계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에는 그 요청에 의해
찾을 수 있는 정보의 근원으로서의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것를 포함한다. 또한 정보 관리자가 요청에 따라 찾는 정보
에 관계된 타인들의 신원에서 이름이나 다른 특별 사항이나 그 외의
것을 생략하여 공개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은 용납된다는 뜻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 관리자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서 관련된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 여부는 특히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02)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Schedu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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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대한 기밀성 의무,
⒝ 타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정보 관리자가 취한 모든 절차,
⒞ 타인이 동의를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 타인이 반대를 표하는지 여부

이와 함께 규정될 수 있는 경우 본 조항 하에서 요청한 개인은 그
의 요청이 규정된 모든 정보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하며, 정
보공개의 거절을 위해서는

정보 관리자는 이 조항 하에서 즉각 그리

고 관계일자103)로 시작되는 규정된 기간이 끝나기 전 어떤 경우에도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만약 법원이 규정에 따라 어떤 사람의 요청에
대해 해당 정보 관리자가 그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면, 법원은 정
보 관리자에게 그 요청을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규정
된다’는 것은 규범에 따라 내무장관이 규정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
며, ‘규정된 최대’란 규정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물론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범위나 기간이 규정될 수 있다.
법 제8조에서는 제7조의 보충규정을 명시적으로 내무장관은 규범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경우 제7조 ⑴항의 모든 규정 하의 정보에 대한
요청이 각 항의 기타 규정 하의 정보에까지도 확장해서 처리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7조 ⑴항의 ⒞ (ⅰ)104)에서 부과된 의무 사항은 정보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당해 정보의 영구적인 형식의
복사본를 제공함으로써 이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런 복사본이 가능하
지 않거나 매우 비효율적인 노력을 수반할 것으로 보일 경우, 또는 정
보 주체가 다른 것에 동의할 때, 제7조 ⑴항의 ⒞ (ⅰ)에서 언급한 모

103) 관계 일자 란 본 조항하의 요청에 관련하여 정보 관리자가 요청을 접수한 날짜 또는 그
후에 정보 관리자가 수수료와 정보공개요청에 관련한 정보를 요구한 날짜를 의미한다.
104) ⒞ 개인은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ⅰ) 개인이 정보 주체인 경우 모든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정보,
(ⅱ) 해당 정보원천에 대해 정보 관리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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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정보가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에 반드시 용어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보 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한 개인에 의해 제기된 요청
에 이전에 따른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그 조항 하의 동
일하거나 유사한 요청을 할 경우 이전 요청과 현재 요청간에 충분한
시간105)이 흐르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 만약 요청한 정보가 거래
상 비밀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그 비밀을 구성할 경우에 제7조 ⑴항
⒟106)에 의해서 모든 결정에 관계된 논리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것
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의 요청에 준하여 공급되는 정보는 그 요청이 접수될 때 요구
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서 제공되어야 한다.107) 제7조 ⑷항과
⑸항의 목적에 따라 타인의 신원은 그 정보로부터 공개될 수 있거나
정보 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 정보나 기타 다른 정보를 요
청하는 정보 주체의 소유가 되면서 밝혀질 수 있다.108)
이 때 정보 관리자가 신용 참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귀속되는 효과를 갖는다. 즉, 제7조의 내용에 따라 요청을 하는 개인
은 자신의 요청을 재정적 위치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한정시킬 수 있
으며, 그 요청이 반대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요청을 그와 같이 한정
시켜야 한다. 요청한 개인이 정보 주체인 경우의 개인정보가 정보 관

105) 요청한 자의 이전의 요청과 현재의 요청 간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지 여부를 결정
할 때는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목적과 정보를 변경한 주기에 따른 정보의 성질을 고려
하여야 한다.
106) 제7조 ⑴항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정보 주체인 개인정보를 자동화 기구
로 다룰 때 개인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다루는 경우(예를 들면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 신용, 신뢰성이나 품행 등)에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어떤 결정 사항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지를 또는 될 수 있는 지를 그 결정에 관계
된 논리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 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한다.”
107) 단, 그 시간과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 사이에 수정이나 삭제가 있는 경우 그 요청이
접수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수정이나 삭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108) 정보보호법 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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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또는 그의 명을 받아 처리되고 있을 때, 정보 관리자가 제 7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개인에게
그 요청을 개인의 권리에 관한 내무장관 규범으로 규정될 수 있는 형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 때 소비자 신용법 1974의
159조나 본 법령에 따라 규정된 형식에 의해 요구된 정도까지 진술서
를 작성해야 한다.

(2) 손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처리를 방지할 권리

정보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개인은 공지에 의해 언제라도 정당한 기
간이 종료된 후에 정보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처
리를 중단 또는 시작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
다. 이 경우 자신이 정보 주체인 경우 특정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자기 정보의 처리가 그 목적상 또는 방법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중
대한 피해나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 그러한 피해나 재난에 대한 보증이 없거나 없다고 보여 지는 경우

단, 부칙 제1조에서 4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나 명령에 의해 내
무장관에 의해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처리에 대해 방지를 요구할 수 없다. 이 때 정보 관리
자는 정보 주체에게 통보는 21일안에 통보 받는 개인에게 다음 내용
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 정보 관리자가 정보 주체 통보를 따르고 있다는 또는 따를 것임
을 언급하는 내용
⒝ 정보 관리자가 정보 주체 통보를 어느 정도까지 불합리하다고
보며(이행하였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였으며 또는 이행하려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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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만약 법원이 정당하게 보이는 통보를 받은 어떤 사람의 신청
에 대해, 요구받은 정보 관리자가 그 통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통보에 상응할(또는 어느
정도까지 상응하도록 할)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보 관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정보 주체가 손해예방을 위한 금지청구나 직접 마케팅을 위
한 처리를 방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정
보 주체에게 주어진 다른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직접 마케팅을 위한 처리를 방지할 권리

동법 제11조에 의해 개인은 언제라도 서면을 통해 조건상 타당한
기간이 종료될 무렵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직접
마케팅109)을 위한 처리를 중단 또는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어떤 사람의 신청에 대해 정보 관리자가
그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법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통보를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보 관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4)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권리

동법 제12조에 따라 개인은 그 결정의 효과가 정보 주체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일 때이거나, 정보 주체의 법률적 이익에 대한 보호 수단
으로서 취해진 조치일 때(예를 들면 그를 대표로 허용하는 것)에는 언
제라도 서면 통보에 의해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정보 관리자나 그의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110)를 자동화
109) 직접 마케팅 이란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광고나 마케팅 물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의
미한다.
110)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이 정보의 주체일 때 그와 관계된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업
무 수행 능력, 신용 정도, 신뢰성이나 품행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 226 -

기계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따른 어떤 통보도 효과가 없으면,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보 관리자는 반드시 최
대한 빨리 그 결정이 그러한 바탕에 따라 행해졌다는 것을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은 정보 관리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지 반드시 21일 이내에 그 주체에게 정보 주체 통지를 이행하려고 취
해진 조치를 명시한 서면 통보를 통해 그 결정을 재고하거나 그러한
근거가 아닌 다른 근거로 다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기서의 통지는 예외 결정에 대
해서는 효력이 없다. 예외 결정은 다음과 같다.
⒜ 아래 조치의 과정 중에 행해진 결정
(ⅰ) 정보 주체와의 계약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
(ⅱ) 그러한 계약을 개시하기 위한 조치
(ⅲ) 그러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의 조치
⒝ 법률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결정

이러한 경우에 만약 법원이 정보 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책임자)이 자동화된 기계로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
인할 권리가 있고, 통보기간 21일에 상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
면, 법원은 그 책임자에게 그 결정을 재고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리
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때의 명령은 정보 주체와 책임자 외에는 누
구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위반에 대한 보상

동법의 제13조에 의해서 정보 관리자가 본 법령의 어떤 요건을 위
반함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개인은 그 피해에 대해 정보 관리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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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당 개인은 또한 그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을 경우.
⒝ 해당 위반은 특별한 목적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계가 있을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련 요
건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함으
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정보관리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정
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보주체는 정보관리자로 부터 배상
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정보주체로부터 신청에 의하
여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정정 또는 말
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콘트롤권이라
고 한다.

5. 법률의 위임
본 법의 제67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내무장관에 의해 주어지는 어떤
명령이나 법규 또는 규칙은 법률적인 문서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본 법령에 따라 내무장관에 의해 행해진 명령이나 법규
또는 규칙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하여 각기 다른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내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완적, 한시적, 연속적,
과도기적 관련 규정이나 유보사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본 법령의 75조 ⑶항 이외의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본
법령의 (16조 ⑵항에 정의된) 통지법규 이외의 모든 법규 다음을 만들
기 이전에 내무장관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전협의
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관련 규정과 함께) 10조 ⑵항 ⒝, 12조 ⑸
항 ⒝, 22조 ⑴항, 30조, 32조 ⑶항, 38조, 56조 ⑻항, 부칙 3의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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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의 4조 등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 법률적 문서는 반드시 각 의
회에 상정되어 결의사항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단
독으로 또는 다른 관련 규정과 함께)개별법률에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본 법률의 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법적 문서와 그 문서가 각
의회에 상정되어 결의사항으로 승인되어야 하는 ⑷항의 요건에 부합
하지 않는 법적 문서는 각 의회의 결의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단지
다음을 포함하는 법률적 문서는 만들어진 후에 의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 22조 ⑺항, 23조, 5 1조 ⑶항, 54조 ⑵항, ⑶항 또는 ⑷항, 부칙 1의
제2장 3, 4조, 부칙2의 6조, 부칙 3의 2조, 7조, 9조, 부칙 4의 4조,
부칙 7의 6조
⒝ 다음과 같은 7조에 따른 법규
(ⅰ) ⑵항 ⒝에 따라 사건을 규정하는 경우
(ⅱ) ⑺항의 효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ⅲ) 규정된 기간 의 정의와 관련된 경우
⒞ 8조 ⑴항 또는 9조 ⑶항에 따른 법규
⒟ 64조에 따른 법규
⒠ (16조 ⑵항에 의해 정의된 것과 같이) 통지 법규
⒡ 부칙 6의 7조에 따른 규칙

6. 관할
본 법률과 관련하여서 재판 등 소송은 제7조 14조까지에서 주어진
재판은 스코틀랜드의 대법원 또는 주법원 또는 대심원 민사부 또는
주지사에 의해 행해진다. 또한 요청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권
리가 있는지를 모든 의문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모든 정보를 구성
하는 정보가 정보 관리자에 의해 또는 정보 관리자를 대신하여 처리
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언급한 모든 결정과 관계된 논리에 대한 모
든 정보를 자체 점검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요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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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되는지의 결정이 보류중인 상황에서 그 정보를 그 요청자가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또는 그 대표자에게 발견(또는 스코틀랜드
에서는 회복)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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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반원칙
「정보보호법」은 제4조 이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111)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총 8가지의 보호원칙
이 존재한다. ①개인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최소한 부칙 2(개인정보의 처리)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부칙 3(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만족되지 않은 채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개인정보는
하나 이상의 명시된 적법한 목적으로만 취득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③여기에 개인
정보는 처리되어야 하는 목적에 대하여 적합해야 하며, 그 목적과 관
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④개인정보는 정확하고
가능한 한 최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⑤개인정보는 그 목적상
필요한 기간 이후에 보존되어서는 안 된다. ⑥개인정보는 본 법령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일치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⑦개인정보의 무
자격 또는 불법적 처리와 사고로 인한 손실, 파괴나 훼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조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⑧유럽 경제 구역 밖의 나
라나 지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는 그 국가나 지역으로 이동시
킬 수 없다. 이러한 정보 보호의 일반원칙 아래에서 영국의 정보 처리
가 이루어진다.

111) 정보 보호 원칙 ⑴ 본 법령에서 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것은 부칙 1의 제Ⅰ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참고한다. ⑵ 그 원칙들은 제 Ⅱ장의 부칙 1의 제 Ⅱ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⑶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부칙 2와 (민감한 개인정보에만 적용
되는) 부칙 3은 정보 보호 제 1원칙을 위해 적용하는 조건을 규정한다. 그리고 부칙 4
는 제 8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⑷ 27조 ⑴항에 의해, 주어진
역할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정보 관리자의 의
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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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원칙은 적용예외가 되는 정보관리자를 제외한 정보
관리자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한편 1984년법 상의 8
개 원칙은 1998년법에서는 내용적으로 일부가 통합되어 8개 원칙이
새로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정보보호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원칙
인 동의의 원칙은 본 법에서 말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는 공
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최소한 부칙 2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부칙 3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만족
한 상태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만족되지 않은 채 처리되
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상술하도록 한다. 개인정
보는 하나 이상의 명시된 적법한 목적으로만 취득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

보는 처리되어야 하는 목적에 대하여 적합해야 하며, 그 목적과 관련
이 있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가

능한 한 최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그 목적상 필요
한 기간 이후에 보존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는 본 법령에 따른 정
보 주체의 권리와 일치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무자격 또는
불법적 처리와 사고로 인한 손실, 파괴나 훼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조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유럽 경제 구역 밖의 나라나 지역에

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는 그 국가나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1. 제1원칙
제1원칙은 개인정보의 취득단계에 관한 원칙으로서, 동의원칙인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경우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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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으로서 법률상 의무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처리가 허용
된다는 동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개인정
보의 처리실무에서 정보주체에 대하여 정보관리자나 처리목적 등의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적정하게 취득된 것으로 본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1원칙의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그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고
려하여야 한다. 취득 방법에 있어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에 대하여 기만이나 오인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에 의거해서 제1원칙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사람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로 구성된 정보의 경우 정보가 공정하게
취득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 사람
⒝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거나 영국에 국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협
약이나 기타 문서에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된 사람

정보보호 제1원칙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는 정보가 정보 주체로
부터 취득된 경우 정보 관리자는 정보 주체가 정보112)를 소유하거나
제공받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가능한 방법으로 보장해야 하고,
기타 경우에 정보 관리자는 관련 시간113)이나 그 시간 이후 가능한 빠
른 시기에 정보 주체가 정보를 소유하거나 제공받거나 쉽게 사용할
112) 여기서의 정보는 ⒜ 정보 관리자의 신원, ⒝ 만약 그 정보 관리자가 본 법령의 목적
에 따라 대표자로 지명되었을 때 그 대표자의 신원, ⒞ 그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
그 정보를 처리하는 또는 처리해야 하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정보 주체에 대
한 처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추가 정보를 말한다.
113) "관련 시간"이란 ⒜ 정보 관리자가 처음 그 정보를 처리한 시간, ⒝ 적합한 시기 이
내에 제 3자에게 정보 공개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경우[(ⅰ) 해당 시기
이내에 그러한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실제로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를 처음 공개한 시
간, (ⅱ) 정보 관리자가 해당 정보가 그 시기 이내에 그러한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고 보여짐을 인식하거나 인식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경우, 정보 관리자가 그것을 인식하
거나 인식해야 되는 시간, (ⅲ) 이 이외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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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지 가능한 방법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정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불합리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나 정보 관리자에 의해
그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기록이나 그 정보의 공개가 계약
에 따른 의무 이외에 정보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준수
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본 조건 중 하나가 내무장관이 명령으로 규
정할 수 있는 추가적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다. 이 때 내무장관의 명령으로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일반적 신원
증명114)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가 해당 사항의 일반적 신원 증명과 관
련되어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공정하고 법적으로 처리되었
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동의의 원칙은 OECD 이사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첫 번
째 원칙인 ‘수집제한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
보의 수집에는 제한이 필요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그 수집이 적당
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알리거나 동의를 얻어 수집하는 것은 허용하
고 있다. 가이드 라인에서는 이 수집제한의 원칙을 위해서는 두 가지
의 제한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첫째,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한 수집으로써 이는 개인정보를 수
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예컨대 면
허증 등)을 훔치거나 정체를 속이고 설문조사에 기입하도록 하는 것
등의 불공정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서 공정에 관한 것은
비즈니스상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114) "일반적 신원 증명"이란 ⒜ 개인과 관계된 것,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사 증명 자
료의 일부의 형태를 띤 것과 같은 (예를 들어, 신원 증명 목적의 주민등록번호나 코드
같은)증명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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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즉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을 할 경우에 개인으로부터 그 사
람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수집을 한다는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 ‘적당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많은
계약서 등에는 특히 거부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의하는 것으로 보
는 묵시의 동의가 하나의 형태로 등장한다.

2. 제2원칙
제2원칙은 목적제한의 원칙으로서 개인정보는 명시된 적법한 목적
에 한하여 취득되고 당해 목적에 반하는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정보가 취득되는 목적은 특히 정보 관리자
가 정보 주체에게 목적을 설명하는 통지서를 통해서 해야 하며, 감독
관에게 주어지는 통보를 통해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야 한다.115)
이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
에서는 ‘목적명확성의 원칙’으로 정의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 최초의 목적에 부합해
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수집 이전 또는 이에
앞서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미 수집된 정보는 수집목적의 달성
을 위해 한정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용제한
의 원칙과도 일부의 내용이 중복된다. 여기에는 기업의 경우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수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우편발송이나 회원가입절차를 위해서
115) 부칙 1의 제5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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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나 애프터서비스 이후의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
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형태, 목적으로든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을 명확
히 할 것을 요구한다.

3. 제3원칙
제3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으로서 개인정보는 목적과 관련되어 적절
하고 상당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일정한 목적
을 가지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우편발송
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상당성
의 원칙은 가이드라인에서는 목적명확성의 원칙 안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을 함에 있어서 수집의 목적이 명
확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해당 목적을 위한 사용만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4. 제4원칙
제4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으로서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
한 한도에서 최신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4원칙
은 다음의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관리자에게 취득되
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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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가 취득되어 추가 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정보
관리자가 그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려는 타당한 절차를 밟았을
때와,
⒝ 정보 주체가 그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정보 주체의 견해를 정보
관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그 정보가 그 사실을 증명할 때.

영국 정보보호법의 이러한 정확성의 원칙은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개인
정보 자료 그 자체에 관한 내용으로써 개인저보는 사용목적과 그 범
위에 있어서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갱신을 필요
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의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첫째,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
는 기업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초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되는
데 대표적으로 그 개인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게 된다. 중
간의 무리한 수집이나 보관, 다른 개인정보와 혼합하는 것 즉 개인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본인에
게 정보제공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아닌 오히려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
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사회의 기반이 개인의 신용
정보까지에도 허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신용조회 시에 과거의 미지급
등 연체정보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이로 인해 개인 정보의
주체가 현재의 카드 사용까지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
예비적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 자체의 내용 중 최신의 정보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보다 오래 된 것
일 수도 있으며, 또한 수집시점에는 정확․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현
재의 개인정보의 변화추이를 감안해 항상 최신의 것으로 갱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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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소가 이전된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가 우편
으로 발송이 되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전달될 가능성에 대한 제한이
다. 이는 고객의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노력과 정보 수집자의 시스템구축 등의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의 최신성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최신으로 경신할 수 있는 시
스템의 구축도 동시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5. 제5원칙
제5원칙은 보존필요성의 원칙으로서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내에서만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개인의
정보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 수집이 되어졌다면, 그 목적에 상당한 기
간 동안 내에서만 보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처리목적에 대한
기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면 이는 보존필요성의 원칙
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OECD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존필요성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은 찾
아 볼 수 없지만, 개인참가의 원칙에서 일부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개인참가의 원칙은 다음에 설명한다.

6. 제6원칙
제6원칙은 정보주체의 권리원칙으로서 개인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다음
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6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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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7조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당화될 수 있는 통보나 본문 10조 ⑶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내에서 본문 10조 ⑴항에 따라 주어지는 통보의 정당화
한도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10조를 위반한 경우,
⒞ 본문 11조 ⑴항에 따라 주어진 통보를 준수하지 않아 본문 11
조를 위반한 경우
⒟ 본문 12조 ⑴항이나 ⑵항 ⒝에 따라 주어진 통보를 지키지 않
거나 12조 ⑵항 ⒜의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2조 ⑶의 통
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본문 12조를 위반한 경우

7. 제7원칙
제7원칙은 안전보호조치의 원칙으로서 개인정보의 안전보호를 의도
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기술적․조직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정보 관리자들은 그들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 분실 등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정보 관
리자가 보고할 법적 의무는 부재하다. 그러나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위
원회는 심각한 침해의 경우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에 대처하는 관리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
개발 상황과 여하한 수단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
수단은 다음에 대한 적합한 안전 기준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제 7원칙에서 언급한 무자격, 불법적 처리, 사고에 따른 손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피해
⒝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의 성격

이 때 정보 관리자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 처리인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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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를 대신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때 정보 관리자는 제 7원칙
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을 따라야 한다.
⒜ 처리를 수행할 기술 및 조직의 보안 도구와 관련해서 충분한 보
증을 할 수 있는 정보 처리인을 선택한다.
⒝ 그와 같은 도구에 따라 확인하는 적절한 단계를 거친다.

또한 정보 처리인이 정보 관리자를 대신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때 정보 관리자가 다음이 아닌 경우 제 7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 그 처리가 다음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ⅰ) 명문화된 또는 문서로 증명된 계약
(ⅱ) 정보 처리인이 정보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행동한다는
계약
⒝ 그 계약에는 제7원칙에 의해 정보 관리자에게 부과된 것과 상응
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정보 처리인이 있어야 함.

OECD 가이드라인에서의 안전보호의 원칙에 내용은 기업이 수집․
보존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정보수정 및 공
개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컴퓨터의 정보도 통상의 물건과 같이 분실이나 도
난, 부정하게 유출․수정되거나, 일반에 공개되는 등 특유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이를 예방할 의무를
진다. 다만, 그러한 예방을 할 때 비용이나 노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갖가지 위험요소에
대하여 방지를 한다고 하나, 완전한 위험에의 대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예방책으로서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수준의 예방적
조치인지는 그 시대의 흐름, 정보의 종류, 기업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안전보
호조치의 의무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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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원칙
마지막으로 제8원칙은 개인정보의 이전제한원칙으로서 유럽연합이
외의 국가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를 위한 적절한 보호레벨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
가 등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유럽
공동체정보보호준칙」 제25조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이때의 충분한
보호라는 판단의 기준으로는 1)개인정보의 성질, 2)정보의 발신국, 3)최
종착신국, 4)정보의 목적, 기간, 5)타당한 법, 6)해당국가의 국제적인 의
무, 7)타당한 규범과 기타 준칙, 8)안전보호조치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적절한 보호 기준이란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경우에 적
절한 것을 말한다.
⒜ 개인정보의 성격
⒝ 개인정보에 포함된 출생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
⒞ 그 정보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국가나 지역
⒟ 그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처리기간
⒠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 법률
⒡ 그 국가나 지역에서 규정하는 국제적 의무
⒢ 그 국가나 지역에서 (일반적으로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국
가나 지역에서 효력이 있는 관련 행동 규범이나 기타 규칙
⒣ 그 국가나 지역에서 해당 정보에 취해지는 보안 조치

또한 내무장관이 명령으로 제시하는 조건과 범위 이외에 제 8원칙
은 부칙 4의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법
령에 따른 모든 소송에서 유럽 경제 구역 밖의 국가나 지역으로 개인
정보를 이동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절한 보호 기준에 대
한

제

8원칙의

요건의

경우에

위에

해당하는

이동에

대해

Community(EU지역)에서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문제는 그 판정
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체의 판정"은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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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ctive) 31조 ⑵항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EEA지역 밖의 해당 국
가나 지역에서 위 지침의 25조 ⑵항의 의미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호
기준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판정을 의미한다.
반면, 제8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보 주체가 이동에
동의하였을 때나 그 이동이 정보 주체와 관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
을 위해서이거나, 정보 관리자와 그 계약을 체결시 정보 주체의 요청
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정보 관리자와 정보 주체가 아닌 개인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위해116)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
는 적용이 예외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그 이동이 중요한 공익을 위
해 필요할 때 내무장관은 명령으로 다음을 명시할 수 있다. 중요한 공
익을 위해 필요한 이동을 하는 조건,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유
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동을 하지 않을 조건이거나 (예상
법적 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소송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법적 조
언을 얻기 위해, 그 외에 법적 권리를 확립·행사·수호하기 위해서 또
는 그 이동이 정보 주체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그 이동은 공적 기록상의 개인정보의 일부이며 그 기록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조건은 그 이동 이후에 공개되는, 또는 될 수 있는 모든 사
람이 준수하여야 한다. 그 이동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보장하는 감독관에 의해 승인받을 경우이거나 그 이동을 시행할 자격
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보장하도록 하는 감독관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제8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116) (ⅰ) 정보 주체의 요청을 이행하는 계약이거나 (ⅱ) 정보 주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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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운영시스템
영국의 정보보호법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개인
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을 하고 있다. 또한 1998년의 개정내용 중 가
장 주목할 점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등록하는 제도는 당시 파탄지경에 있어 완전히 폐기할 예
정이었으나 EU지침(Directive 95/46/EC)에 따라 신고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전의 등록제도와 개정된 신고제도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등록제도
이러한 개정된 정보보호법은 위와 같은 실체법적인 내용외에도 행
정적인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것은 소위 등록제도와 감
독제이다. 이 법에는 1984년에 있었던 정보보호등록관(Dat Protection
Registrar)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시행하는 정보보호감독관(Data
Protection Commissioner)제도로 신설․개편하였다. 이 정보보호감독
관제도는 처음에는 프라이버시보호등록관으로 명명되기를 원했으나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채용되지 않아서, 정보보호감독관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보호감독관은 독립한 기관으로서, 영국여왕이 직접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임기는 5년이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
감독관은 정보관리자에게 동법은 준수할 의무를 촉진하기 위한 일반
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정보보
호감독관은 구체적으로 1)등록부의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기회를 부여
하는 것, 2)법률에 관한 정보 및 법률의 역할을 보급하는 것, 3)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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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제원칙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 4)정보보호원칙에 따른 정보이용
자의 지침이 되는 실무요령의 책정을 추진하는 것, 5)정보보호위반 내
지 정보보호위반에 관한 고충처리를 하는 것, 6)위반자를 기소하고 혹
은 경고를 발령하는 것 등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감독관의 권한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보등록제
도로서, 즉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개인은
정보등록소에 소유정보의 내용과 이용목적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정보관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자면, 개인정보의 내
용, 정보주체, 처리목적 등을 뒤에 나오는 정보보호등록관에게 제출하
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정보보호법상의 등록제도이다.

2. 신고제도
1984년 정보보호법(이하 1984년 법이라 한다)에서는 정보보호등록소
(Data Protection Register)와 등록관(Registrar)을 두어 이들에 의한 등
록제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와 컴퓨터정보회사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들은 정보보호등록부에 등록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제는 사실상 일종의 허가제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컴퓨터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
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1984년 법의 등록제도
는 신청서식이 많으며 복잡한 신청절차를 거쳐야 했으므로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1998년 정보보호법(이하 1998년 법이라
한다)에서는

등록

제도(registration

scheme)를

대신하여

신고

(notification) 제도를 두고 있다. 1984년 법에서 등록제도가 가장 중요
한 내용이었던 것처럼, 1998년 법에서 신고제도는 영국의 정보보호제
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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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기관(학교 등) 등에서는 그들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
고 있다.
등록 제도와 신고 제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정보 관리자는 신고하고, 정보보호기관은 이것의 등록
을 유지하는 역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지
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의 수정이나 변경은 등록의 수정이나 변경을,
신고의 갱신은 등록의 갱신을 의미한다. 다만 등록제도에서 신고제도
로 바뀐 것은 정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가 간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984년 법에 의한 정보보호등록
관은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 증대하여, 1998년 법에서는 정보보호커미
셔너(Data Protection Commissioner)로 개칭되었고, 2000년에는 정보공
개법에서는 정보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117) 이하 IC로 약
칭한다)로

변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신고는

원문에서는

“notification”으로 표현되고 있다. 혹자에 따라서는 통지 또는 통보로
해석하기도 하나, 행정법적으로 정확한 강학상의 용어법으로는 ‘신고’
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신고(notification)는 법률적 용어
이며 수리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행정법적 의미의 신고로, 일
상적 용어로는 통지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제도는 관리관청의 통제방식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그 절차는 완화되었을지라도 그 실질은 오히려
보호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1998년 법에서는 신고가 면제된
117) Commissioner는 관(官), 감독관, 청( vv) 등으로 번역하나, 우리나라의 행정조직과
대비하여 적정한 번역이 없으므로 그냥 커미셔너라고 한다. Commissioner를 엄격히 법
적인 의미로서 해석하면, 행정작용법상의 행정기관개념인 ‘관서의 장’을 행정기관으로
부르는 대륙법계와는 달리, 미법계에서는 조직법상의 행정기관 개념인 ‘관서’를 행정기
관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Commissioner를 행정관서인 청(廳)이라고 불러도 무
방하다. 그러나 Commissioner가 직무하는 곳을 Commissioner Office라 하여
ICO(Information Commissioner Office)를 두고 있으므로 대륙법계 개념에 익숙한 우리
에게는 Commissioner만으로 청(廳)이라고 부르기는 어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는 Information Commissioner를 IC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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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도 보호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는 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의 등록, 변경신고의무, 기타 이
에 관한 정보보호관의 권한과 정보 관리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신고제도는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를 대상으로, 자동처리에
관하여(수작업처리는 신고의무가 없다), 정보 관리자(data controller)가
IC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의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 rv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IC는 규칙에 따라 신고를 면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정보 관리자의 대폭적인 부담경감이 이루어지
고 있다. 또 신고는 매년 재조사와 수정을 통하여 다시 제출되어야 한
다. 또 신고제도는 사업(business)을 위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자에게
과해지는 의무이며, 영리단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Not for profit
organization)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가. 신고제도 개관

(1) 신고제도의 의의

1998년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34)를 처리하는 정보 관리자가 IC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등록절차를 신고(notification)이라고 한다.
이 절차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이며 IC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형사상 처벌된다. 정보 관리자가 신고
함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되는 것이다. 신고는 정보 관리자가 자
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을 IC에게 통보하는 절
차이다. 신고와 공적 기록의 목적은 정보의 투명성 혹은 공개성에 있
다.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 다른 정보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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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지를 일반시민이 알도록 하는 것이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원
칙이다. 1998년 정보 보호법은 이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 관
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신고는 정보 관리의 메카
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관리자(사업자)의 활동을 자세히 선전할 수
있으며, 개인들에게는 정보 관리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
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신고에 의한 등록(기록)에는 정보
관리자의 처리에 관한 아주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다. 그것은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한 것이다. 신고는 법령
상 요구되는 최소한에 그치면 되며, IC는 신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이상으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2) 신고 대상과 면제 대상

(가) 신고 대상 정보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고 대상 정보는 자동 처리된 정보만을 대상으
로 하므로, 이것 이외의 것들은 제외된다. 정보 관리자가 신고해야 할
대상으로는 ①정보 관리자의 성명, 주소 ②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의 성명, 주소 ③처리되는 개인정보 및 관련된 정보주체의 범위에 관
한 사항 ④정보가 처리되는 목적에 관한 사항 ⑤정보가 이전 혹은 공
개되는 수신인에 관한 사항 ⑥정보 관리자가 정보를 전송하기를 원하
는 유럽경제지역(EEA) 이외의 국가 또는 영역에 관한 사항 ⑦개인정
보가 금지조건에서 처리되는 경우와 신고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
실에 관한 사항 ⑧신고가 정보 관리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상기
사항과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안전조치 등에 대해서
도 일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 정보는 등록명부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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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1) 일반적인 면제 대상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면제된다. 그렇지만 신고가 면제된
정보관리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가 면제된 정보 관
리자도 정보보호법상의 다른 규정은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
고가 면제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o 컴퓨터에서 처리되지 않는 개인정보, 즉 수작업에 의해 기록된 정
보(non-automated accessible records; manual records)의 범주에 속
하는 개인정보
o 다음과 같은 목적만으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직원 관리(Staff* Administration)(종업원명부 포함)
- 광고, 마켓팅 및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공적 목적(public related)
으로 처리된 개인정보
-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장부기록(accounts and records)
o 영리단체를 위한 것이 아닌 정보 중 일부(Some Not For Profit
Organization)
o 정보를 처리하는 유일한 목적이 공적 기록(public register)의 유지
에 있는 경우
o 개인, 가족 혹은 오락을 포함한 가정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경우(이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1998년 법에 따
를 대부분의 규정에 대한 적용도 면제된다)

2) 면제 대상 결정을 위한 자기 평가(Self Assessment)

IC에서 제공한 신고 요령 핸드북에서는 자기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기 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IC에서는 신고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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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위의 일반사항에 따라 면제 대상임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자기
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평가 절차는
Q1에서 Q9까지 아홉 가지의 질문을 YES or NO의 형식을 통하여 단계
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원 관리
○ 직원이란 모든 피고용자, 공무원, 임시직원 또는 정규직원, 중개인
(agent),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다.
○ 이 목적은 모든 직원과 업무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이 목적에 따른 정보 주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원을 포함한다.
○ 이 목적에 따른 정보 종류는 직원의 자질, 업무 경험, 보수, 성취
도 등을 포함한다.
○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외에, 이 목적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국세청(Inland Revenue) 등과 같은 제3자에 한한다.
□ 광고, 마켓팅, 기타 공적인 것
○ 정보 관리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 마켓팅하는 경우
에만 적용된다.
○ 정보 관리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3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면제 자격이 박탈된다.
○ 여기서 정보 처리의 목적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마켓
팅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사업이나 활동에만 관련 있는
공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다.
○ 이 목적에 따른 정보 주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소비자나 공급자이다.
○ 이 목적에 따른 정보 종류는 소비자나 공급자의 이름, 주소, 기타
신원에 관한 것이다.
○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외에, 정보의 공개는 광고, 마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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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제3자에 한한다.
□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장부기록
○ 이것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기록 관리에 관한 것이다.
○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장부정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
이거나, 어떤사람을 소비자 혹은 공급자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구
입, 판매, 대금 지불과 배달을 확인하기 위한 기타 다른 업무를
기록하는 것이다.
○ 여기에는 정보 관리자가 자신의 소비자를 위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특별한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보 처리도 포함되나, 개인정
보가 신용 조회 기관으로부터 획득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 이 목적에 따른 정보 주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소비자나 공급자이다.
○ 이 목적에 따른 정보 종류는 소비자나 공급자의 이름, 주소, 기타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이다.
○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외에, 이 목적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예금과 장부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제3자(예: 외부감사)에 한한다.

(다) 신고의무위반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신고의무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벌
의 대상(guilty)이 된다. 신고의 갱신도 마찬가지이다. 신고 위무를 위
반한 사람은 그 의무이행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임으로
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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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고제를 두는 이유

영국법에서는 정보 관리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1984년 법에서 시행하였던 등록제를 완화한 것이다. 주
지하다시피 행정법상 등록은 행정기관의 수령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신고로서 신고보다는 허가에 가까운 규제의 유형이다. 정보에 관한 법
률관계의 당사자는 정보 주체, 정보 관리자, 정보 이용자 등으로 구성
된다. 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각기 일정한 권리와 의무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중 가장 주된 형태로 또 가장 밀접하게 법률관계
를 형성하는 것은 정보 주체와 정보 관리자 관계 및 정보 관리자와
정보 이용자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정보보호법을 두는 이유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정보 주체와 정보 관리자 관계) 정
보의 활용도를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극대화하는(정보 관리자와 정보
이용자 관계) 양면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면 정보보호법의 가장 주된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 관리자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일괄적인 형태로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된
다. 영국법에서 그 정도가 완화되긴 하였지만 정보 관리자에 대한 신
고제를 두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마) 신고 업무 담당기관(IC)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IC(Information Commissioner)이다.
IC는

1998년

정보보호법과

2000년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2000) 및 2003년 프라이버시와 전자에 관한 EC규칙
(Privacy and Electronic (ECDirective) Regulation 2003)을 집행하고 감
독한다. IC는 영국의회에 직접 보고를 하는 영국의 독립적인 감독기관
이며, 국내적, 국제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IC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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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법을 결정하는 정보 관리자에게 실행지침을 제정하도록 하는 의
무를 가지고 있다.

나. 신고의 라이프 사이클

(1) 신고의 절차

정보

관리자는

매개자의

도움

없이

직접

ICO(Information

Commissioner Office)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정보 관리자는 단 한번만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번 신고하여 여러 개의 등록부를 가질 수는 없다.

(가) 신고의 신청

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하는 방법과, 전화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1) 인터넷에 의한 방법: 온 라인으로 신고양식을 완성한 다음 프린트
하여 신고비용(은행자동납부를 이용해도 된다)과 함께 보내면 된다.
2) 전화에 의한 방법: 신고 도움 전화(notification help line)를 이용할
수 있다. 이름, 주소, 사업의 특징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면, 이 내용
을 토대로 신고양식 초안을 보내준다. 이 양식을 완성하여 비용과
같이 보내면 된다.
3) ‘신고신청양식(Request for Notification Form)’을 완성하여 ICO의
신고담당부서(Notification Department)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메일을 통하여 신고양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고양식을 받으면 비용과 같이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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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자에 의한 초안 작성을 위한 설명 송부

정보 관리자는 신고의 신청을 할 때 자신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묘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그것은 IC가 사업 유형에 따른 정보
처리의 과정을 그려보기 위한 것이다. 그 설명에는 정보 처리의 목적,
정보 주제에 관한 것, (정보 처리 내용인)특정한 사업에 가장 적절할
것 같은 정보 수신 계층과 수신인 등을 포함한다.

(다) 신청서의 수령 및 초안 작성과 송부

또 ICO에서는 신청서를 수령하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
면 다시 연락한다. ICO에서는 이미 제공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
하여 알려준 바에 따라 미리 체크를 하여 초안이 작성된 양식을 보내
준다. 전화나 ‘신고 신청 양식’을 통하여 신청서를 요청하는 경우, ICO
에서는 신청시에 이미 제공된 관련 정보가 정확한 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애초에 알려준대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토대로 신고 양식의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라) 신청자의 초안 수정과 신청 완료

신청자는 그 양식을 받으면 part1 양식(주된 내용)과 part2 양식(관
련 내용)과 함께 세밀하게 체크하여 비용과 함께 보내면 된다.

(마) 신고의 등록

IC는 정보 관리자에 의해 신고된 사항의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984년법에 따라 등록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신고절차를 거쳐 등록을

- 253 -

유지하여야 한다. 또 IC에서는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면 등록부에 기록
된 내용의 사본을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IC에서는 비
밀번호(security number)를 부여하는데, 등록부 기록과 관련하여 IC와
접촉할 때에는 이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984년 법상의
등록에 관한 설명(description) 규정은 1998년 법상의 신고에 관하여
적용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모든 규정은 1998년 법상의 신고 규정에
명시된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신고의 비용

신고비용은 35파운드(부가세 없음)이다. 요금이 변경되면 신고절차를
시작할 때 통보한다. 은행자동납부나 수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납부
하면 IC에서는 비용을 수령하였음을 알려 준다. 재신고비용도 마찬가
지이다. 신고의 비용은 한 번 납부한 이상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은
없다. IC는 예외적인 경우에 환불을 해 줄 수도 있다. 환불정책에 관한
자세한 것은 신고관리자(Notification Manager)에게 요청하여 알 수 있다.

(2) 신고의 변경과 갱신 및 삭제

(가) 신고의 변경(최신성과 정확성의 유지)

한번 신고하면 신고되어 등록된 내용은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1년의 신고기간 안에 등록부에 기록된 내용에 변경이 있거
나, 기록부분에 오류나 불완전한 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ICO에
통보하여야 하며, 늦어도 28일 내에 ICO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부
기록이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형사벌을 받게 된
다.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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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전화로서는 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변경 유형에는 두 가지
가 있다. 하나는 이미 신고된 내용에 덧붙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기록의 사본을 보내준다. 변경에도 비용이
부과된다.

(나) 신고의 갱신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간의 신고기간은 IC에서 정확히 완
성된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우편으로 최종 신청서를 보
낸 경우 발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ICO에
서는 기간이 만료될 것과 관련 절차를 통보해 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갱신의 비용도 35 파운드이며 처음 신고시 은행자동납부를 신청한 경
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갱신 비용을 징수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또 신고의 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것을 다시 갱신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
는 정보 관리자는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기간 만료전의 갱신
은 대단히 중요하다. 갱신의 시점에서 IC에서는 정보 관리자의 이름과
주소, 기타 접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갱신
후에는 IC에서는 새로운 유효기간 동안에 적용되도록 정보가 갱신되
었음을 확정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다.

(다) 등록 사항의 삭제

신고 유효기간 중 언제라도 신고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자세한 내용과 비밀번호를 제출하여 등록부에서 등록사항을 삭
제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삭제되면 이 사실을 확정하여 다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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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신고비용의 은행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장래를 위하여 자
동납부신청을 별도로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3) 정보 관리자(사업자)의 법적 실체 변경

등록된 사항은 정보 관리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없다. 정
보관리자의 법적 실체에 변경이 있다면 등록부에는 새로이 등록되어
야 한다. 법적 실체의 변경이란 예컨대 개인 사업자가 파트너쉽이 된
다거나 파트너쉽이 주식회사(limited company)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
이다. 이 경우에는 신고 도움 전화에 연락하여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등록의 공개

정보보호 등록부는 인터넷상에서 공개된다.118)

따라서 정보관리자

는 신고된 내용을 체크할 수 있고, 등록부 등록 보고서의 사본을 프린
트할 수 있다.

다. 신고제도와 1984년 법상의 등록제도

(1) 신고제도와 1984년 법상의 등록제도 비교

신고는 1984년 정보보호법상의 등록제도를 대신한다. 다른 점을 요
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사용자(date

user)를

넓게

확대하여

정보

관리자(data

controller)로 하였다. 정보 관리자는 1인 혹은 연대하여(jointly)
118) http://www.informationcommissioner.gov.uk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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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인 테이터가 처리되는 목적과 방
법을 결정하는 자이다.
○ 등록부의 등록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아주 일반적인 용어(general term)
으로 할 수 있다. 신고 제도에서는 1984년 법에 의한 등록 제도
에서 사용되었던 상세한 코딩 시스템(coding system)을 취하고
있지 않다.
○ 등록부에 등록할 때 개인 테이터의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
○ 정보공개의 등록은 수신인의 신고에 의해 대체된다.
○ 개인 테이터가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지역으로 전송될 때는
그것을 밝혀야 한다.
○ 안전조치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 정보 주체의 접근 요청을 수신하기 위하여 주소를 제공할 필요
는 없다.
○ 1998년 법에서는 신고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긴 하지만 자발적으
로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정보 관리자는 한번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학교의 교장이나 집행부에서는 학교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1984년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1984법에 따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등록부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등록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는 신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984년 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 관리자가
신고를 할 때 IC에서는 정보 관리자의 과거 등록번호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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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법에 따라 정보 관리자는 단 하나의 등록부 등록(Register
entry)만을 가질 수 있다. 1984년 법의 정보 사용자(data user)처럼 둘
이상의 등록부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등록의 최종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언제라도 신고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그 동안 보유되어 있는 1984년 법
에 따른 모든 등록은 등록부에서 삭제된다. IC에서는 1984년 법
에 따라 등록자에게 과거 등록부의 리스트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 여러 개의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지막 등록이 만료될 때까
지 기다릴 수 있다. 2000년 3월 1일 이후에는 마지막 등록 전에
기간이 만료된 어떤 등록부도 갱신할 수 없다.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등록이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IC에서는 기간 만료 상태를
확인하여 알려 준다.
○ 최종 등록이 만료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정하여
정리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

라. 등록내용에 대한 통지 등

(1) 정보관리자에 의한 통보

정보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기록 가능한 특수사항은 그의 이름과 주
소, 그가 본 법령의 목적상 대표자로 지명되었는 지의 여부,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 관리자 또는 정보 관리자를 대신해서 처리되는 또
는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 그 범위나 정보 주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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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그 목적 또는 정보가 처리되는 또는 처리되어야 하는 목적에 대
한 설명, 모든 방법 또는 정보 관리자가 의도하는 또는 희망하는 정보
공개 방법, 정보 관리자가 정보를 직접,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또는 전
달할 의도가 있거나 희망하는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모든 나라나
지역의 이름이나 설명, 개인정보가 17조 ⑵항 또는 ⑶항에 의해 제외
된 17조 ⑴항의 금지조건에서 처리되려고 하거나 처리되고 있을 때,
통보가 그 정보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의 사실 진술을 말한다.
또한 정보 관리자의 주소에 관한 한 등록 회사의 주소는 등록된 사
무실의 주소이며, (등록된 회사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주소는
영국 내의 주요 업무 장소의 주소이다.
또한 미등록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보 관리자의 점유권이 19조
에 따른 (또는 이에 따라 포함된 19조 ⑶항에서 만들어지는 통지관련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는) 감독관이 유지하는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⑵
22조의 목적에 따라 접속 가능한 처리인 경우를 제외하고, ⑴항은 ⒜
의 정보 정의나 ⒝의 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무장관이 볼 때 특별한 설명을 처리하
는 것이 정보 주체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통
지 법규는 규정될 수 있는 경우 ⑴항은 그 설명의 처리에 대해 적용
되지 않음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처리의 목적이 오직 공적 기록을 유
지하는 것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정보 관리자에 의한 통지서

본 법령 제19조에 따라 유지되는 등록에 포함되려하는 정보 관리자
는 본 조항에 따라 감독관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는 반드시 통지
법규에 따라 등록 가능한 세부 내용, 정보 보호 제 7원칙을 따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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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립되는 통지 법규는 감독관에 의한 판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통지 법규 요건을 지켜야 하며, 등록 가능한 세부 내용
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통지 법규는 합병 회사에 의한 통지서, 어
떤 개인정보에 대해 2인 이상이 정보 관리자인 기타 경우의 통지서
발행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통지에는 수수료 법규에서 규정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3) 통지서의 등록

감독관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의 등록을 유지
한다. 정보 관리자로서 당분간 그 등록에 포함된 어떤 점유권도 갖지
않는 사람에 대해, 18조에 따라 수취된 각 통지에 따라 등록 기재 사
항을 작성한다.
등록부 기재사항은 18조 또는 필요한 경우 20조 ⑷항 에 따라 개정된
세부 내용 하에서 공지된 등록 가능한 세부 내용과 감독관이 법규에 의
해 등록부에 포함시키도록 허가되거나 요구된 기타 정보다음으로 구성
한다. 통지 법규는 정보 관리자가 17조에 따라 과거에 그 등록에 기재
된 것을 다루는 기재사항의 시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감독관은 대중이 적합한 시간에 무료로 (가시적인 법률적 형
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록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반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록 내용을 포함한 정보
를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기타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

독관은 수수료 법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수수료가 있을 경우, 그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 그 기록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 명세서
에 정당하게 보증된 사본으로 대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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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통보의 의무
상세화된 목적상, 통지 법규는 정보 관리자로서 당분간 19조의 감독
관 공고의무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 내용을 포함하는 보통 사람에 대
해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 된다. 이때, 19조에 규정된 감독관의 의무는
18조 ⑵항 ⒝에 규정될 수 있는 등록 가능 세부내용과 조치에 관련된
문제를, 규정될 수 있는 형식과 시간 및 조건으로 정해진다. 변경의
목적은 가능한 한 항상 다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 19조에 따른 기록사항은 현재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며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정보 관리자의 집행 또는 집행의도를 설명할 것.
⒝ 감독관은 18조 ⑵항 ⒝에 기술된 대로 최근에 취해진 조치에 대한
일반 설명을 제공받을 것.

3. 감독제도
정보보호감독관은 개정된 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법의 각
조항을 강행하지 않고 정보관리자에 의한 자주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보이용자의 지침 등을 위하여는 정보이용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조언은 성실한 실무에 관한 조언과 결부되어져 행
해져야만 한다. 즉 정보보호감독관은 사무국을 두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약 1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심사하는 기관으로서 정보보호심판소
(Data Protection Tribunal)가 설치되어 있다.
가. 감독관의 일반의무
감독관은 정보 관리자의 모범적 실무를 장려하고, 특히 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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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자가 본 법령의 요건을 준수할 것
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은 자신이 생각할 때 공공에게 본
법령의 작용, 모범적 실무의 예, 본 법령의 기능범위 이내의 다른 문
제를 알리는 데에 편리하게 보이는 적합한 정보의 형식과 방법의 보
급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조언해야 한다.
만약 내무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나,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 감독관은 조합이나 정보 주체 또는 적합하다고 보이는 정보 주체
의 대변인과의 협의 후 모범적 실행의 안내서가 될 실무 규정을 자신
이 고려하는 사람에게 준비, 보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합들이 그런 실무 규정
을 회원에게 준비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이 실무 규정을 감
독관이 고려해 보도록 제출하면, 정보 주체나 그가 생각할때 적합하다
고 보이는 정보 주체의 대변인과의 협의 후에 그 관련 규정을 점검하
여 자신이 생각할 때 모범적 실무를 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공
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명령은 그 실무 관련 규정과 관계 있는 개
인정보나 그 처리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그와 관계된 사람이나
그 사람의 계층을 설명할 수 있다.
감독관은 다음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보
급을 준비하여야 한다.
- 부칙 1의 제 2장 15조 ⑵항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서 추구하는 사회집단
- 정보 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의 3 1⑵ 조항에 나타난 절
차에 따라 동 지침 26⑶이나 ⑷ 조항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유럽 위
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결의안
- 유럽 경제 구역(EEA) 바깥 지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권리의
보호 및 정보 주체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 개인정보에 관계된 정보 관
리자에게 주어지는 데 편리하게 보일 수 있는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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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정보 관리자와의 동의에 의해 모범적 실무를 따르는 것에
대해 어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사정을 할 수 있다. 감독관은 이
부분에 따라 감독관에 의해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내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모범적 실무”란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이 감독관이 보았을 때 정보 주
체와 기타인들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경우이며, 본 법령의 요
건을 충족시키는(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 “조합”이란 정보 관리자들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나. 지위 및 역할

『정보 보호법 1984』에 의해

설립된

정보 보호 등록관(Data

Protection Registrar)이라는 이름의 법인은 정보 보호 감독관이라는 이
름으로 존속한다. 감독관과 임원 및 직원은 왕의 대리인이나 공무원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재직 기간은 임명시에 결정되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 할 수 있다. 감독관은 자신이 요청하여 여왕의 명령으
로 재직을 중단할 수 있다. 감독관은 양원으로부터의 칙어봉답문
(Address)에 따라 여왕의 명령으로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감독관은 65세의 정년을 채웠을 때나 그 전의 경우 15년간의
재직 기간을 채웠을 때의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자신의 재직 기간의
만료에 따라 감독관을 그만두는 사람은 재임명 최우선자가 된다. 그러
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사람의 재임명이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
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재임명되지 않는다.
또한 감독관은 부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 및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되는 사람의 보수와 기타 근무 조건은 감독관에
의해 결정된다. 임명되는 사람에 대한 연금이나 수당 또는 상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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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거나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연금, 수당, 상여금 내역을 지급할
수 있다. 임명되는 사람에 대한 연금이나 수당 또는 상여금에 대한 사
항은 직위 박탈이나 해직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
로 지급한 연금,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감독관의 결정은 내
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부감독관은 감독관이 부재중이거나 어떤 이유로 임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동안에 감독관에 대해 본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임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모든 임무는 그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
은 한도까지 임원이나 직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감독관의 날인은 그의 서명이나 그 목적에 대한 권위를 부여
받은 타인의 서명으로 인증된다. 감독관이 발행한 문서의 인증은 감독
관이 발행하고 감독관이나 감독관을 대신한 정당한 날인에 의한 증서
로 보이는 모든 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분명하게 수령하여 해당 문서
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때, 정보 보호 등록관에 대한 모든 법령,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모든 조항은 본문 6조 ⑴항의 시행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감독
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감독관에 대한 본 법령의 모든
언급이나 본 법령의 모든 증서는 본문 6조 ⑴항의 시행 이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정보 보호 등록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의회에 제출되는 신고서 및 실무관련 규정

감독관은 매년 본 법령의 기능 시행에 대한 일반 보고서를 각 의회
개시 이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에
대하여 기타 보고서를 각 의회 개시 이전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감독관은 내무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모든 실무규정을 각 의회 회기개
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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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목적 처리 경우의 감독관의 조력

감독관은 소송 시나 특수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13조에 의
한 모든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인 개인은 감독관에게 그
소송과 관련한 판결집행에 관한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감독관은 이
러한 소원을 접수한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그것을 검토하여 이
에 대한 인정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를 고려하
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의 의견으로 그 경우가 본질적으로 공적인
중요성을 가진 문제와 관계있지 않으면, 당 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
감독관이 판결집행에 대한 조력을 제공할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
을 하자마자 청구인에게 조력이 제공될 수 있는 한도를 언급하여 통
보해야 한다. 감독관이 판결집행영장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을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청구인에게 그의 결정과 함께, 적합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할 수 있다.
소송에 대한 서술 내용은 예상 소송에 대한 서술 내용을 포함한다.
감독관의 판결집행에 관한 조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 청구를 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본 법령 제53조에 의해 제공되는 조력은 감독관이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사무 변호사나 법률 상담원의 조언이나 지원 비용
⒝ 지원자의 진술,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무 변
호사나 상담원에 의해 주어지는 지원 비용
(ⅰ) 소송에 대한 예비 또는 부수 절차
(ⅱ) 소송을 피하거나 종결하기 위한 타협에 이르기 위해 또는
그 타협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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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송 행위에 대하여 조력이 제공된 경우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이나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경비를 지불할 책임에 대하여
(통지서에 명시된 예외 조항만을 따르는)지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
관의 계약을 포함해야 한다. 소송을 회피하거나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도달한 타협안이나 중재안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경
비를 지불할 책임에 대하여 지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관의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중간 구제책(스코틀랜드에서는 잠정 명령)을 지원자에
게 주어지는 중간 구제책의 부여에 의해 주어지는 임무에 따른 피해
에 대해 보상하는 책임에 대하여 지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관의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감독관이 어떤 소송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감독관은
그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거나 진행중인 사람에게 그 소송에 대해 감
독관이 지원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
에서 감독관이 지원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세
금 또는 법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형태로 부과되는) 비용을 보전한
것은 감독관이 다음의 수익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우선 징수 대상이
된다.
⒜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의하여 그 조력이 제공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지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든 비용
⒝ 소송을 피하거나 종결하기 위해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타협안이
나 중재안에 따라 지원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총액

스코틀랜드에서 (법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
거나 부과되는) 그와 같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나 명
령에 의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지
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든 비용에 의한 채무, 소송을 피하거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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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해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타협안이나 중재안에 따라 지원자
에게 지급될 수 있는 총액에 의한 채무와 같은 기타 채무에 우선하여
감독관에게 부여된다.

마. 국제협력

감독관은 협약(Convention) 13조의 목적상 영국 내에서의 지명된 권
위를 영구히 가진다. 또한 정보 보호지침의 목적상 영국내의 감독권을
가진다. 내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협약 13조의 목적상 영연방의 지명된
권위자로서의 감독관에 의해 이행될 임무 규정을 만들도록 할 수 있
다. 내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유럽위원회의 감독관들과 감독관과의 협
력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각국의 이행과 연계를 가지면서 기
타 EEA 국가의 감독권자들과 특히 다음에 대한 협력규정을 만들 수
있다.
⒜ 기타 EEA 국가 또는 유럽공동체의 감독권자와의 정보교환
⒝ 본 법령의 기타 관련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5항에 의해 제외된 경우,
다른 EEA 국가의 감독권자의 요청에 대해 영연방에서의 실행

감독관은 영국 정부가 국제적 의무사항에 대한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무장관이 명령한 정보 보호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은 내무장관의 지시에 명시된 식민법에 따른 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내무장관이 지시하거나 승
인할 수 있는 기능의 이행과 연계한 상황에서 판결집행에 관한 조력
을 제공할 수 있다. 유럽 공동체가 정보 보호지침의 3 1항 ⑵ 항에서
제공된 절차에 따라 동 지침 26조 ⑶항이나 ⑷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그 감독관은 부칙 4의 9조 또는 경우에 따라, 부칙 4의 8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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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은 유럽공동체
와 기타 EEA 국가에 감독권자에게 다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부칙 4의 8조에 따라 인정된 승인에 대해서
- 부칙 4의 9조에 따라 인정된 모든 권한 부여에 대하여
▪ “협약”이란 1981년 1월 28일 서명되어 공표된 개인정보 자동화 처
리에 관한 개인 보호협약을 의미한다.
▪ 정보보호기능이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개인의 보호에 관련된
기능을 의미한다.

이처럼 감독관의 기능을 자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그 역
할이 있다. 또한 정보등록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누구도 사용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판소를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심판소는 검찰총장의 협의를 거
쳐 대법관이 임명하는 의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
성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를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여 입법
작업을 하여 왔으며, 정보보호등록관리소의 과잉 부담을 막고자 정보
보호실행지침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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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영국 - 정보 커미셔너
(Information Commissioner)

유럽의 인구 약 5977만명의 섬나라인 영국(UK)은 1984년부터 정보
보호등록관을 설치하여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사전 등록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보
호등록관은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 증대하여, 1998년에는 전면 수정된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에 따라 정보보호커미셔너
(Data Protection Commissioner)로 개칭되고, 2000년에는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따라 정보커미셔너로 변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 커미셔너의 지위
영국의 정보 커미셔너는 1998년 정보보호법 및 2000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 감독기구로서, 커미셔너는 여왕의 특허장에 의
해 임명되며 5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두 차례에 걸쳐 재임이 가능하다.
단, 커미셔너는 65세 미만의 자이어야 한다. 영국의 정보 커미셔너는
독립기구인 만큼 커미셔너의 임금 및 연금은 하원의 결의를 통해 결
정되고 조성된 통합기금에서 지급된다. 또한 활동을 위한 예산은 의회
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내무부가 지원하며, 정보커미셔너는 각종 활동
에 대해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 현재 영국의 정보커미셔너는 Richard
Thomas로 2002. 12. 02일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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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장법률
정보커미셔너는 처음 설립된 1984년 당시에는 정보처리에 대한 등
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나,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전반
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에
는 정보공개법도 함께 관장하게 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 정보보호법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영국의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동법은 주로 전
자적인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
으나 현재는 특정한 수기 파일링시스템에도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동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를 규율하기 위한 정보보호 8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정보공개법은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이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1998 정보보호법의 규
정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한편, 개인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청구권을 인정하
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커미셔너는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 1999년 전자통신(정보보호및프라이버시)규칙(The
Telecommunications(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 1999)
에 따라 원하지 않은 팩스, 전화, 이메일 등의 다이렉트 마케팅에 대
해 규제하고 있다.

3. 업무범위
영국의 정보커미셔너가 활동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98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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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인 바, 동법은 민간과 공공부문, 자동화된 개인정보파일 및 수
기파일에 모두 적용되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진 개인정보보호 기
본법이다. 따라서 정보커미셔너 역시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
보처리를 감독하고 규제할 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정보, CCTV, 신용정보, 교육정보, 정보통신분야, 근로자 정보, 다
이렉트 마케팅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각종 지침이나
관련 규정의 제정을 통해 관할하고 있다.

4. 조직구성
영국의 정보커미셔너는 커미셔너 1인을 비롯하여 부커미셔너 2인
및 인사국, 사무국, 통신․대외협력국로 구성되며, 직원은 약 200여명
이다. 1인의 부커미셔너는 정보자유법과 관련하여 정보자유정책 수립
이나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웨일즈 지방과 북아일랜드 지방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다른 1인의 부커미셔너는 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정보보호발전, 정보보호최선실행, 규제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스
코틀랜드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인사국은 인력 개발이나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고객서비스팀, 정보보호 사건 발굴
및 조언 부서, 재정 및 시설, 정보 서비스, 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신․대외협력국은 통신, 계획, 온라인 및 내부 통신 업무를 담
당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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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영국 정보커미셔너 조직도

5. 주요기능
영국의 정보 커미셔너는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각자의 권리․의무를 알리고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감독함
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할 주된 임무를 맡고 있다.
커미셔너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① 화해권고 등을 통한 개인정보피해구제,
②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등록부 관리,
③ 정보공개명령권의 행사,
④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⑤ 개인정보처리행위 감독 및 규제,
⑥ 상담 및 정보제공,
⑦ 입법안 검토 및 정책자문,
⑧ 자율규제활동의 지원,
⑨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⑩ 국내외협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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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커미셔너의 주요기능과 업무>

■ 피해구제
․각종 불만사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
․당사자 자료제출요구,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한 법규위반여부 심사
․민원심사과정에서 화해권고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이행고지 또는 정보고지 부과
․불이행시 정보법원(Information Tribunal)에 소송지원

■ 등록업무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등을 통한 등록업무 처리

■ 정보공개
․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공개명령권 행사

■ 조사․감독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정보보호원칙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개인정보침해행위 및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명령(고지) 부과
․이행명령 불이행시 및 법규위반 확인시 검찰 등 해당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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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준칙(Code of practice)의 제정 및 고시

■ 정보제공
․개인과 사업자, 정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각 정보제공 및 자문
․정보처리자 요청시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상담 및 평가정보 제공

■ 정책 및 입법자문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 및 의견제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자문

■ 개인정보보호연구 ․개인정보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연구
․영국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및 기술동향 등의 조사 및 연구

■ 교육홍보
․각종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공공캠페인 실시
․언론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활동 등 홍보

■ 유관기관 협력
․국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EU 등 해외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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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국의 정보보호 커미셔너와 비슷한 업무를 관장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프랑스의 정보자유위원회, 스페인
의 개인정보보호원, 네덜란드의 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그 명칭은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와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럽연합의 지침 등을 바탕을 한 것이기에 대동소이하다. 이를 도식화
하여 비교하여 보면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5] 유럽연합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
국 가

기구명

소속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

독립위원회

영국

정보커미셔너

국왕소속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

독립법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옴브즈만
정보보호위원회

연방수상소속
법무부가 사무국 운영지원
법무부가 사무국 운영지원

독일

연방정보보위원회

내무부가 사무국 운영지원

아이슬란드

정보보호위원회

법무부

스웨덴

정보조사원

재정부

덴마크

정보보호원

법무부

그리스

정보보호원

법무부/대통령

정보조사원
노르웨이

프라이버시 항소위원회

국왕/노동내무부

출처 :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2003; 백윤철·이창범·장교식 공저,『개인정보보호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247면 [표-3]을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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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침해의 구제
1. 침해의 발생
가.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본 법 제55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
은 정보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다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나 개인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취득 또는 공개, 개인정보에 포함된 타
인의 정보가 공개된 것을 입수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그 취득, 공개, 입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그 취득이나 공개 또는 입수가
(ⅰ) 범죄 예방 또는 추적 목적상 필요한 경우
(ⅱ) 법률상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집행에 의해 또는 집행에 따
라 권한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 개인이 본 법령으로 그 정보나 정보를 취득, 공개할 권리를 가지
고 있다는 타당한 믿음에 따라 행동했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 타
인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입수할 권리가 있다는 보이는 경우
⒞ 정보 관리자가 취득, 공개, 입수의 사실과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정보 관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는 타당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 특별한 경우 그 취득, 공개, 입수가 공공복리를 위해 정당화될 때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범법자가 된다. 또한 개인이 이를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정보를 매매하면 범법자가 된다. 이를
어떻게든 취득을 하게되면 개인정보를 매매하기 위해 제공한 사람은
범법자가 된다. 그 개인정보의 매매 목적을 나타내는 또는 나타낼 수
있는 광고는 그 정보를 매매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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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참고사항은 28조에 의해 이 조항에 예외가 되는 개인정보의
참고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정보주체의 열람권에 따라 취득한 기록

본 법 제56조에 의해 특정 기록의 제작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고 있
다. 개인은 다른 사람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속

고용을 위해,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의 체결을 위
해 타인이나 제 3자가 그에게 관계 기록을 제공하거나 관계기록을 제
작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중에게나 공공 구역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상품, 시설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관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에
게 상품이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타인이나 제 3자에게 관계
기록이나 관계 기록의 제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그 요구가 어떤 집행상
또는 그 집행에 따라 필요하거나 권한을 가진 경우이거나 특별한 경
우에 그 요구가 공공복리를 위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기록의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법 1997의 제 4장(범죄기록 증명서)를 고려하여 앞의 사항
에 대한 관계된 요구는 범죄나 방지나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복리에 기여한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범법자가 된다.

다. 건강기록과 관련된 계약 조건의 무효

본 법 제57조에 의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의 기간 또는 조건의
내용이 개인에게 다음을 요구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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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항이 적용된 기록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 또는 그 기록의 일부를 제공
할 것
⒝ 그런 기록이나 사본, 또는 일부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것

이는 7조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때 정보 주체에 의해 취득
된 또는 취득될 기록이나, 제68조 ⑵항에 정의된 건강기록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된 기록 모두에 적용된다.

라. 기타 관리자의 책임

본 법의 제61조에 의해 법인체가 본 법령을 위반한 것이 어떤 운영
자나, 관리자, 비서 또는 그 법인체의 유사직원 또는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어떤 사람의 동조나 묵인 또는 이들의
일부의 부작위에 의한 경우, 그와 그 법인체는 그 조항의 범법자가 되
며 이에 따라 재판 및 처벌을 받게된다. 법인체의 업무가 그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관리 임무와 관련된 회원의 행위와 직무 유기에
대하여 그를 그 법인체의 운영자로 취급하여 적용한다. 스코틀랜드 합
명회사가 본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또한 제기된 위반이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동조나 묵인 또는 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와 그 합명회사는 그 반의 범법자가 되며 이에 따라 재판 및 처벌
을 받는다.

2. 위반의 효과
가. 일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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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자가 본 법령의 어떤 요건을 위반함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개인은 그 피해에 대해 정보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보 관리자가 본 법령의 어떤 요건을 위반함으로 인해 고통
을 당한 개인은 그 고통에 대해 정보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당 개인은 또한 그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을 경우
⒝ 해당 위반은 특별한 목적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계가 있을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련 요
건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함으
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나. 개정, 폐쇄, 삭제 및 파기

만약 법원이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해 요청자의 개인정보가 부정확
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법원은 그 정보와 그 정보 관리자와 관계있는
타인의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는 의견을 포함
한 타인의 정보를 개정, 폐쇄, 삭제,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정보
가 정보 주체나 제 3자로부터 정보 관리자에 의해 받거나 취득한 정
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아닌지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보가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였다면, 앞서 언급한 명령을 내리는 대신 그
정보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보가 다루는 문제에 관계된 올바
른 사실을 기술하여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그 모든 요건이
나 어느 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항에 따른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법원이 ⒜항에서 언급한 진술에 의해 정보 가 보완될
수 있는 여타의 명령에 따라 또는 그와 같은 명령 없이 그 요건의 충
족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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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명령을 내릴 때나,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해 그가 정보 주체
이며 그 정보가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된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법원은 적절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보 관리자
에게 개인정보를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했음을 공개한 제 3자에
게 통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해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진 환
경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본 법령의 어떤 요건을 정보 관리자가 위반
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또한 그러한 조건에서 그 정
보에 대해 향후 본질적인 위험이 있을 것으로 인정한 경우 법원은 그
정보에 대한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이 개정
등의 명령을 내릴 때는 법원이 적절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
보 관리자에게 개인정보를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했음을 공개한
제 3자에게 통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와 같은 것이 적
절히 유효한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특히 통보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
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반에 적용된 사람은 그 의무를 다하려
는 성실한 노력을 다했음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3. 집 행
가. 집행통지

감독관이 정보 관리자가 어느 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감독관은 정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본 법령에서는 집행통지 로 한다.)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이행하
여 그 원칙이나 요구되는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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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지서에서 명시될 수 있는 시간 내에 명시된 조치를 취할 것,
또는 명시될 수 있는 그 시간 경과 후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
도록 할 것, 또는
⒝ 명시된 시간 경과 후에, 어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피할 것,
또는 그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피할 것, 또는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피할 것,

또한 집행장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 감독관은 그 위반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나 고통을 초래할지 또는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 관리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요구하는 정보 보호 제 4원칙의 위반에 대한 집행장
은 또한 그 정보 관리자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그 감독관이 볼 때 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였다고 보이는 의견 표현을 포함하는 모든 기타
정보를 개정, 폐쇄, 삭제, 파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받아들인 정보
가 정확하게 기록되거나 정보 주체나 제 3자로부터 정보 관리자에 의
해 정확하게 취득된 정보의 경우, 정보 보호 제 4원칙의 위반에 대한
집행통지는 다음 중 하나를 정보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그에 의해 처리되고 ⑶항에 언급된 의견 표현을 포함한 모든 부
정확한 정보와 모든 기타 정보를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
⒝ 만약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
우 정보에 의해다루어지는 문제에 관련된 올바른 사실의 진술로
보완하기 위하여 부칙 1의 제 2장 7조에 명시된 요건의 충족을
보장하는 통지서에 명시된 조치를 취할 것.

여기서에 집행통지가 정보 관리자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요구할 때, 감독관이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
기되는 개인정보는 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면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타당한 실효성이 있을 경우, 집행통지를 통해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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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정보가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된 것으로 드러난 제 3자에
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통보를 요구할 만큼 타당
한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통보받아야 하
는 사람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통지는 반드시 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언급 또는 감독관이 위반되었거나 위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
보보호원칙과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와 48조의 의해 주어진
상소권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집행통지를 할 때는
그 통지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떤 이행
규정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위의 항의가 발생하면, 항의가 결정
또는 철회 보류 중인 상태에서 그 통지서를 따를 필요가 없다. 만약
감독관이 집행통지가 위급한 문제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특수
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감독관은 그 효과에 대한 언급을 통보
해야 하며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⑺항은 적용할 수 없지만 집행통지는 그 통지가 실행되는 날짜로 시
작되는 7일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통지 규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통지 규범은 그 통지서의 실행 대상인 사람과 관
련된 19조에 따라, 모든 보존된 기록의 점유에 대한 집행통지 실행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나. 집행통지의 취소

만약 감독관이 집행통지의 모든 규정이나 일부 규정이 정보 보호
원칙이나 그와 관계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은 집행통지를 받는 사람에게 서면 통보하여 그 집행
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집행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에 반
대하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어느 때라도 정보
보호 원칙이나 그 통보가 관련된 원칙을 준수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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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에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통보의 모든 또는 어떤 규정을 준
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 통보의 취소나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 사정신청

개인정보의 처리가 본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또는 준수하며 이행되
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또는 자신이 그렇
게 믿는 어떤 사람의 또는 그를 대신하여 감독관에게 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는, 감독관은 적합해 보이는 방
법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단, 다음을 위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그 신청을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되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관이 평가를 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정을 고려할 수 있는 문
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그 신청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정도,
- 그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불합리한 지체시간,
-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문제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 7조에 따른
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신청을 접수한 감독관은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신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까지 관
계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 7조를 적용하는데 대한 예외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신청의 결과로서 취해진 관점이나 집행 등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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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장 집행

영장의 집행은 부칙 9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정도
의 정당한 강제력을 행사한다. 영장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볼 때
영장이 그와 같이 실행되었을 때 해당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근거가 있지 않는 한, 타당한 시간에 집행되어야 한다. 영
장이 발행되는 경우 증거사항을 점유한 사람이 그 영장이 집행되는
때에 출석하게 되면 그 점유자는 영장을 사본과 함께 제공받아야 한
다. 만약 점유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 사본은 그 증거사항 상에 눈
에 잘 띠는 위치에 남겨두어야 한다. 부칙 9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따
라 어떤 것을 압수하는 사람은 압수당한 사람이 요구하면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압수되는 모든 것은 필요한 조건
이 있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가 요구하고 영장을 집행
하는 사람이 판단할 때, 그 영장이 부당하게 연기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다면, 해당 증거사항의 점유자에게는 압수된 모든 증거사항의 사본
이 주어져야 한다.

마. 영장 발급

부칙 9에 따라 순회 판사가 감독관에 의해 제공된 서약서상의 고소
에 의해 다음을 의심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 정보 관리자가 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 본 법령에 따른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위반이나 범법 사실의 증거가 그 정보에 명시된 어떤 전술
사항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순회 판사는 ⑵항에 따
라 감독관에게 영장을 부여한다. 효력을 가지는 정보에 대해 본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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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감독관의 판결이 없으면, 판사는 특수목적으로 처리된 개인
정보에 대해 본 부칙에 따른 소환장을 발행할 수 없다. 영장은 그 영
장이 증거사항이 되는 7일 이내에 이를 조사, 사정, 검토를 거쳐 그곳
에서 발견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사용된,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장비를 작동, 시험하고, 언급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곳에서 발견되
는 모든 문서나 기타 물품을 사정,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관과
임원 또는 직원에게 부여한다. 판사는 다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본 부
칙에 따른 영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 감독관이 서면으로 해당 전술사항의 점유자에게 그 증거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접근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7일간 보냈다는 사실
- 다음 중 하나의 사실
(ⅰ) 정당한 시간에 접근을 요구했으나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는 사실
(ⅱ) 그 전술사항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어도 점유자가 감독관이나
그 임원, 또는 직원들이 1조 ⑶항의 어떤 것을 허가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는 사실
- 그 점유자가 이를 거부한 후에 그 감독관에 의해 그 영장의 적용을
통보 받고 판사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 영장이 발행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이 때 판사가 그 사건이 긴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점
유권의 목적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영
장을 발행하는 판사는 2개의 사본을 동시에 발행하여 그 소환장이 사
본과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

4. 통지서 등
가. 정보공개요구통지서
만약 감독관이 어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42항에 따른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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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했을 때는 정보 관리자가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온 또는 준수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상의 모든 정보를 정당하게 요구하면 그
감독관은 정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이 통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이내에 그 감독관에게 명시될 수 있는 양식으로 신청과 관계된 정보
또는 명시된 원칙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
보공개요구통지서는 반드시 그 감독관이 특정한 처리에 대하여 42조
에 따른 신청을 받았다는 진술 또는,

그 감독관이 그 정보 관리자가

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또는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목적상의
특정 정보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련하여 그것을 고려하는 이유를 생각
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요구통지서는 반드시 48조에 의해 주어진 소송권의
세부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공개요구통지서의 기간은 그 통지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만료 이전에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그 소송이 제기되면, 그 정보는 소송이 결정 또는 철회
보류중인 상태에서 제공할 의무는 없다. 만약 감독관이 집행통지가 위
급한 문제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수한 상황의 경
우에 감독관은 그 효과에 대한 언급을 통보해야 하며 그와 같은 결론
에 이르게된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⑷항은 적용할 수 없지
만 집행통지는 그 통보가 실행되는 날짜로 시작되는 7일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통보 규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은 이 조항에 따라 감독관에게 고객의 의무, 책임 또는 권
리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상태에서 직업적 법률전문가와 대리인
과의 어떤 대화 또는 본 법에서 생기는 또는 본 법령에 따른 소송에
대한 숙고나 계속적인 연결이 조성된 상태에서의 직업적 법률 전문가
와 대리인과의 어떤 대화 또는 그런 전문가와 대리인 또는 그 외의
사람과의 대화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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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적 법률전문가의 대리인으로는 그 대리인을 대신하는 모
든 사람을 포함한다. 만약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본 법령의 위반 이외
의 다른 범칙금을 냈다는 사실이 그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개인은 이 조항에 의해 감독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감독관은 실행된 사실에 대해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 정보공개요구통지서를 취소 할 수 있다.

나. 특수정보공개요구통지서

만약 감독관이 어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42조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32조의 소송의 경우에 소송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특정한 목

적으로만 처리되지 않고 있거나, 정보 관리자가 이전에 출판하지 않았
던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 소재의 개인이 출판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
리하고 있는 등 이 같은 의심이 드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독관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 관리자는 명시하고 있는 시간 내에 (2)항에서 명
시한 목적에 의해 구체화된 내용에 따라 그와 같은 정보를 명시될 수
있는 형태로 정보 관리자에게 필요한 특수 정보공개요구통지서를 취
급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다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a) 개인정보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b) 정보 관리자가 이전에 출판하지 않았던 언론적, 문학적 또는 예술
적 소재인 개인이 출판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특수 정보공개요구통지서는 반드시 감독관이 구체적인 처리에 관련
된 42조에 따라 요청을 받았다는 언급, 감독관이 개인정보에 대해 ⒝
에서 언급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야 한다. 특수 정보공개요구통지서는 반드시 48조에 의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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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소송권의 세칙을 포함해야 한다. 특별 정보공개요구통지서에서
명시된 기간은 그 통보에 대한 소송제기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종료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판결이나 기각이
보류중인 상태에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다. 만약 어떤 사
유로 담당 감독관이 그 정보가 급한 문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감독관은 그 효과와 그 결론에 이르게된 근거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⑸항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 통지서가 실행되는 날짜로 시작되는
7일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개인은 본 조항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어떤 정보도 제
공해야할 의무가 없다.
⒜ 본 법령에 따른 고객의 의무, 책임 또는 권리에 대한 법률적 조언
을 받는 관계의 직업적 법률전문가와 대리인과의 여하한 대화
⒝ 본 법령에서 생기는 또는 본 법령에 따른 소송(법정에 들어가기
이전의 대화 포함)과 그 소송목적의 숙고나 계속적인 연결이 조
성된 상태에서의 직업적 법률 전문가와 대리인과의 어떤 대화 또
는 그런 전문가와 대리인 또는 그 외의 사람과의 대화

직업적 법률전문가의 대리인으로는 그 대리인을 대신하는 모든 사람
을 포함한다. 만약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본 법령의 위반 이외의 다른
범죄 사실이 그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개인은 이 조
항에 의해 감독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감독관
은 실행된 사실에 대해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고소장을 취소할
수 있다.
담당감독관이 (특수정보공개요구통지서의 실행의 결과든 다른 것이
든) 개인정보가 특정한 목적으로만 처리되지 않고 있거나, 정보 관리
자가 이전에 출판하지 않았던 언론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소재인 개
인이 출판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경우 감독관은 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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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서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문은 정보 관리자에게 전달된
다. 그리고 그 결정문은 48조에 주어진 소송권을 상술해야 한다. 이에
따른 판결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이 없
다. 소송이 제기되면 그 상소의 판결이나 기각이 보류중인 상태에서
그 판결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특수목적을 위한 처리의 경우 집행에 제한이 있다. 감독관은 효
력을 갖는 정보에 대한 45조 ⑴항에 따른 결정이나 법원이 발부하는
그 집행장의 유예를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 관리자에게 집행통지를 발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감독관이 공적인 중요성을 가진 정보 보호 원칙 위반을 의
심할 수 있는 사유나 위급한 경우 정보 관리자가 법원에서 유예에 대
해 정한 규범에 따라 정보 관리자가 집행장을 받았을 경우 이외의 경
우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각 목적상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다. 감독관은 그 정보가 효력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45조 ⑴항에 따른
판결 없이 정보 관리자에게 특정 목적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
보공개요구통지서를 발부할 수 없다.

다. 통지서 이행거부

제47조에 의해 집행장, 정보공개요구통지서, 특수 정보공개요구통지
서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범법자가 된다. 고소장이나 특수 고소장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거
짓된 진술을 하거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거짓인 진술을 감행했을
때는 위반자가 된다. 범죄로 고소 받은 사람은 제기된 통지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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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소권

제48조에 의해 집행통지, 정보공개요구통지서, 특수 정보공개요구통
지서를 발부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에 대해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통지를 받은 사람은 4 1조 ⑵항의 적용 거부에 반하여
그 통지서의 취하나 변경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집행통지, 정보
공개요구통지서, 특수 정보공개요구통지서에 감독관이 40조 ⑻항, 43
조 ⑸항, 또는 44조 ⑹에 따랐다는 진술이 있으면, 당사자가 그 통지
에 대해 항의를 하든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다음에 대해 상
소할 수 있다.
⒜ 그 통지서의 진술을 포함한 감독관의 결정이나
⒝그 통지서의 모든 부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효력
45조에 따른 결정을 받은 정보 관리자는 그 판결에 대해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부칙 6은 이 조항에 따른 상소와 이에 대한 모든 재
판소의 소송과정에 대하여 유효하다.

5. 소송의 판결
소송에서 재판소는 상소가 발생한 통지서가 본 법률에 부합하는가,
또는 감독관이 차별해야할 경우에 비해 그 통지서에 관계된 감독관에
의한 차별의 정도 재판소는 상소를 허용할 수 있고, 감독관에 의해 발
부된 통지서이나 취해진 결정의 교체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경
우에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그 상소에서 재판소는 문제되는 통지서
가 바탕을 둔 모든 사실 판단을 재검토할 수 있다. 상소에서 재판소가
집행장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재판소가 그 통지서를 취소 또는 변경한다. 재판소는 다음을 지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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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통지서에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다.
⒜ 문제되는 통지서가 ⑶항에서 언급한 진술을 포함하지 않으면 효
력이 있음.
⒝ 그 진술을 포함한 것이 그 통지서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
이 없음.

또한 상소에서 재판소는 감독관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48조에
따른 재판소에서의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률
적 입장에서 적합한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다.
⒜ 재판소 이전의 상소 당사자의 주소가 잉글랜드나 웨일즈인 경우
잉글랜드의 최고법원
⒝ 그 주소가 스코틀랜드인 경우 최고 민사법원
⒞ 그 주소가 북아일랜드인 경우 북아일랜드의 최고법원

이 때, 등기 회사의 주소는 등기된 주소이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타 등기 회사) 의 주소는 영국 내의 주요 사업장이다.

6. 항소(Appeal) 소송
가. 항소 심문

항소나 항소 예비 문제나 부수 문제를 심문, 판결하기 위해 재판소
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지시하고 개회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구역
(division)에서의 장소와 시간에 개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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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경우 재판소의 구성

이러한 규정된 모든 규칙에 따라 재판소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각각 임명된 동수의 재판소 구성으로 구성된 경우 본문 48조 ⑴항, ⑵
항, 또는 ⑷항에 따른 상소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재판
소는 의장이나 의장이 활동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부의장에 의
해 지명된다.

다. 전 심판소에 의한 현안의 판결

이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판소에게 제시된 현안의 판결은 그
항소를 심문하는 심판소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라. 일방당사자 소송

전조의 규정에 따라, 본문 28조 ⑷항이나 ⑹항의 항소에서 심판소의
재판권은 2조 ⑴항에 따라 지명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방의 당사
자에 대해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항소에서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독
으로 개회한 의장이나 부의장이 일방 당사자에 대해 행사한다. 소송
절차상의 규칙과 관련하여 내무장관은 명령으로 본문 28조 ⑷항이나
⑹항, 48조에 의해 주어진 항소권과 심판소의 소송절차를 조정하는 규
정을 정할 수 있다.
⒜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시 증거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
⒝ 목격자의 소환(스코틀랜드에서는 소환장)과 선서에 대한 규정
⒞ 개인정보의 처리에 사용된 문서와 단서의 보안에 대한 규정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련해 사용된 장비나 도구의 검열, 검토, 동
작, 시험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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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 또는 부분적 비공개 상소 심문을 위한 규정
⒡ 상소인 불참시 항소 심문과 심문 부재 항소의 판결을 위한 규정
⒢ 의장이나 부의장에 의해 결정된 고소장에 대해 48조 ⑴항에 따른
상소를 가능케 하기 위한 규정
⒣ 상소 예비 사건이나 부수 사건을 의장이나 부의장이 다루게 하기
위한 규정
⒤ 소송비용, 스코틀랜드의 경우 경비의 산정을 위한 규정
⒥ 재판소의 판결 공포를 위한 규정
⒦ 내무장관이 재판소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
판소의 부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

이와 관련하여 상소에 관련된 본 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때는 내
무장관 이 특히 정보가 공익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의사 방해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인이 재판소에
대한 소송에서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이나 부작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그 소송이 법정 모독죄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 법원 앞의 소송일 경우, 심판소는 해당 범법 사실을 고등 법원
(High

Court)이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대심원

민사부(Court

of

Session)에서 인증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이 인증된 경우 법원은 그 사
실을 조사하여 그 범법행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또는 그를 대변하
는 목격자의 심문을 들은 후 그 사람의 변호 진술을 듣는다. 그 후 그
가 법원에 대해 그와 같은 범법행위를 범했다면 그에 합당한 방식으
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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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칙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순수한 수기기록물, 사업활동과 관련된 핵심
적인 정보, 자선단체 회원기록을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커미셔너에게 반드시 개인정보처리 상황을 고지하고 등록하여야 하는
데, 커미셔너에 대한 고지의무는 등록는 등록부의 최신성과 현재성의
유지를 위해 매년 고지사항을 갱신할 의무도 포함된다. 만약 기한까지
정보처리를 고지하지 않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처리자는
상기 정보보호원칙을 이행함으로써 올바르고 적절한 정보처리관행을
확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개인정보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상 제재도 받을 수 있다.119) 본 법령
의 위반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잉글랜드나 웨일즈에서는 반드시 검찰
총장에 의해서 또는 이의 동의를 얻거나 감독관이 제기하는 경우, 북
아일랜드에서는 반드시 북아일랜드 검찰총장의 동의에 의해 또는 감
독관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기되지 않는다. 법령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범법자는 법에 규정된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즉결 심판이나 기소에 대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판결의 처분
을 받는다.
부칙 9의 12조에 따른 범법자는 표준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을 넘지
않는 벌금형을 즉결 처분으로 받는다. 법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법원이 볼 때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파기 또는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서나
기타자료의 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위반자가 명령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위반자 이외의) 어떤 사람
119) Data Protection Act 199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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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언급하는 것에 적용되
는 자료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없다.

8. 수수료
본 법 제26조에 의해 보든 관련 규정의 목적상의 수수료를 규정하
는 수수료 법규는 각기 다른 경우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지불 가능한
수수료를 제시한다. 어떤 수수료규정을 만들든지, 내무장관은 감독관
에게 지불되는 수수료가 충분히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감독관과 심판소가 그들의 임무를 이행하면서 드는 비용과 감독
관과 심판소에 대한 내무장관의 비용, 그리고 내무장관이 적절하게 생
각하는 범위까지
(ⅰ) (본 법령의 통과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에서 서술된 비
용에 대해 이전에 발생한 결손액
(ⅱ)『퇴직 관련법(Super annuation Act) 1972』1조에 따른 어떤 계
획에 따라 어떤 사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한 경우의 내무장관에
게 발생하는 또는 발생하게 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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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본에 있어서의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양 만 식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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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본에서의 법제현황
1. 개요
가. 법제 등 현황

일본에서 사전적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란, 정부 및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등의 정부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그 관계기관 등 행정기
관 전체 및 신문사, TV방송국 등의 보도기관, 철도, 항공 등의 교통기
관, 우편국, 운송업 등의 운송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기관, 일
반 가스사업자, 수도국 등의 라이프라인, 병원, 진료소 등의 의료기관,
대학, 학교 등의 교육기관, 은행, 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 등 공공적인
기관전체를 총칭한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것은 현상에 따라 공공기관
의 범위를 달리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기
본법제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 이하『개인정
보보호법』이라고 한다.)을 근간으로 하여 민간부분과 공적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적 부분과 관련된 법제로서는, ①행정기
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8호: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988년)의 전부개정), ②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9호), ③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회설
치법(2003년 법룰 제60호), ④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등의 시행에 수반되는 관련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3
년 법률 제61호) 등이 있다. 이 4개의 법은 2003년 5월 31일에 공포되
었고, 2005년 4월 1일에 동시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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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이용확대에 대응하는 것이며, 국가의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이라는 공적 부분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적 부분 중,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는 개인정

보에 관해서는 각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의해 규율된다(그
림 1-1참조).
또한 일본 총무성은, 각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
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
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성청관방
장관 등에게 통지를 하였다(청관정 제84·85호, 2004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120)에서는, 법제상의 조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121)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즉 이 규정을 근거로, 현재 각 성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되어 있다(표4-1참조).

120)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①정부는, 국가의 행정기관에 관해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성질,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이 확보되도록, 법제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정부는, 독립행정법인 등에 관해, 그 성격 및 업무내용에 따라,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
의 적정한 취급이 확보되도록 법제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③정부는, 전 2항에 정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의 성질 및 이용방법을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에 관해 더욱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그 적정한 취급의 엄격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해 보호를 위한 각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필
요한 법제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21)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하거나, 또는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국민 또는 각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확보에 관해
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 사업자 등이 강구해야 할 조치의 적정하고 유효
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의 책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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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융·
신용

의료

총무성

경제산업성

신용

전기통신

금융청

노동후생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소관청

금융

연구

일반

분 야

2004·12·28
2006·7·3
2008·2·26개
2005·1·6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인간간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①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
②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안전한 관리조치 등에
관한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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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5·1017개

2006·10·16개

2004·12·26

유전자치료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경제산업분야 중 신용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2004·12·28

2006·4·21개
2004·12·27
2007·3·30개
2005·4·1

책정시기

인간게놈·유전자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①의료·개호관계사업자에서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②건강보험조합에서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③의료정보시시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④국민건강보엄조합에서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운 취급을 위한 가인드라인

가이드라인의 명칭

〔표 4-1〕 사업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일람 (2008년 4월 1일 기준)

방위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법무

외무

재무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

경제산업성

총무성
총무성
총무성

소관청

방위

경찰

사업전반

통신

방송
우편
신서편

분 야

2004·5·25책

2005·3·29책

2004·10·29책

2007·3·28개
2008·4·1
2008·3·25
2004·10·22책
2008·2·29개
2004·12·17책

책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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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이 소관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보에 관한 가이드
라인
재무성소관분야에서의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②채권관리회수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4·11·25책

2005·3·25책

2004·12·16책
2006·1·11개

①법무성이 소관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 2004·10·29책
한 가이드라인

방위성관계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경찰공제조합이 강구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

국가공안위원회가 소관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등이 강구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

방송수신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우편사업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신서편사업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②경제산업분야 중 개인유전정보를 이용한 사업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이
드라인

가이드라인의 명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노동후생성

노동후생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교육

복지

직업소개 등

노동자파견

노동조합

기업연금

국토교통

농림수산

22분야

소관청

분 야

책정시기

2004·12·2책
2005·1·14책
2004·11·9책

①국토교통성소관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②부동산유통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용견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수산분야에서의 사업자가 강구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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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가이드라인

2004·10·1책

2005·3·25책

기업연금에 관한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강구할 조치에 관한 지침

2004·11·4책

2004·11·4책

직업소개업자, 노동자의 모집을 행하는 자, 모집수탁자, 노동자공급사업자 등이
균등처우, 노동조건 등의 명시,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의 취급, 직업소개업자의
책무, 모집내용의 정확한 표시등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
파견원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

2004·11·30책

복지관계사업자에서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학교에서의 생도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
2004·11·11책
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지침

가이드라인의 명칭

나. 입법화 경위

최근,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정
보의 이용과 전자계산기에 의한 처리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정
확한 처리에 기인되는 개인의 권리·이익에 관한 침해우려를 제거하려
는 관점에서, 여러 선진 각국에서, 소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1980년에는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
터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가 채택되었
다. 일본에서도 전자계산기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국가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
제화가 도모되어, 1988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1988년 법률 제95호, 이하『구
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 후에도, 전자계산기의 보급, 인터
넷의 등장에 의해 전자계산기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관민(官民)을
불문하고, 점점 일반화·보급화가 진전되었다. 그와 동시에, 개인정보의
취급에 기인하는 개인의 권리·이익의 침해 대한 불안·우려 등이 사회
문제로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세계최첨단의 IT화 국가를 목적
으로 한 이래,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으며, 개인정보
를 비롯한 안전확보가 불가결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에 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민간부문을 포함한 기본적 또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정비가 지적되었고, 이를 받아서 정부·여당에
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제의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1년 3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안은 개인정보의 취급의 규율에 관한 관민을 통한 기본적인 구조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규율을 정한

- 305 -

것이며, 국가의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하였다. 따라
서 정부는 동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01년 4월부터 총무대신이
주재하는 “행정기관 등 개인정보보호법제연구회”를 개최하였다. 동 연
구회는 2001년 10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
한 법제의 충실강화에 관하여-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를 공표하여,
구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독립행정법인 등에 관해 새로운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언하였다. 정부는 이 제언에 따
라, 관계법안의 입안을 진행하여, 2002년 3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
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
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보공개·개인정보심사회설치법안”, 및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수
반되는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의 4가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4가지 법안과 “개인정보법”은 2002년 통상국회에서 일괄적으
로 중의원에서 심의가 개시되었으나, 여당·야당이 대립중이어서 심의
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수정안협도 정리되지 않은 채 2002년 11월 심
의만료로 폐안되었다. 그 때 여 3당(자유민주당, 공명당 및 보수당)은
정부에 대해 수정요강을 제시, 법안을 수정하여 재제출할 것을 요구하
였다. 수정요항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5개 항목은 미디
어 등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양립을 도모하는 취
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관해 신뢰를
확보하기 그러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며, 나머지 1개 항목이 행정에 있
어서의 IT화의 진전을 고려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에 행정기관의 직원 등에 대해서 새로운 처벌규정을 설치할 것을 요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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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수정요강에 따라 수정을 한 후에, 2003년 3월 새로운 5법
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는 중의원·참의원에 “개인정보의 보호
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의하여 여 3당의 다수찬성에 의해
정부원안대로 가결, 2003년 5월 23일 성립되고, 동 30일에 공포되었다.
(그림 4-1) IT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

개인정보보호법(기본법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기본법부분)

관한 법률

·기본이념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국가·지방의 책무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방침의 책정 등

∧
민
간
부
문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회설치법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
공
적
부
문
∨

지방공공단체(조례)

* 정식명칭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수반되는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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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관련 5개 법안의 개요 >
Ⅰ. 개인정보보호법(가본법제)
〈기본법 부분〉
1. 기본이념 :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2. 국가 등의 책무, 시책 : 정부가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총괄적이고 일체
적으로 시책추진
〈일반법 부분〉
3. 민간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책무
- 대상정보 : 일정규모 이상 체계적으로 정리된 개인정보(일정규모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중심)
- 개인정보의 취급 : 이용목적의 특정·공표, 이용목적범위 내에서의 취급,
적정취득, 정확성의 확보, 안전확보, 제3자제공의 제한 등
- 본인관여 : 본인으로부터 요구된 경우의 공시, 정정, 이용정지의 의무
4. 고충처리 : 사업자·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고충처리
5. 사업자에 대한 감독 : 주무대신에 의한 사후적인 체크(보고징수, 조언,
권고, 명령)
6. 주무대신의 권한행사의 제한 : 보도기관 등에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권
한불행사
7. 적용제외 : 보도(개인포함), 저술, 학술연구, 종교, 정치와 관련된 취급에
관해 의무규정의 적용제외
Ⅱ.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 국가의 행정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2. 대상기관 :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회계검사원을 포함)
3. 대상정보 : 전자기록은 물론, 행정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4.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 보유제한 :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 서면에 의한 직접취득에 있어서의 이용목적의 명시
- 이용·제공의 제한 :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제공의 원칙적
금지
- 정확성의 확보 :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과 합치
- 안전확보 : 누설 등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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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파일의 적정한 관리와 공표
- 전산처리파일의 보유에 있어서의 총무대신에 대한 통지
- 개인정보파일부의 작성과 공표(인터넷 등도 활용)
6. 본인관여
- 공시청구제도 : 본인공시에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을 제외한
공시의무
- 정정청구제도 : 사실과 상이한 것에 관해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정정의무
- 이용정지청구제도 : 부적법한 취득, 이용, 제공에 관해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고,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용
정지의무
Ⅲ.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인
1. 대상법인 :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및 인가법인으로서 행정기관과 동
일하게 취급되는 것
2. 대상정보, 취급범위, 관리규칙, 본인의 관여, 구제제도, 벌칙은 행정기
관법제의 구조를 기본으로 독립행정법인 등의 성격에 적합한 구조
Ⅳ.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심사회설치법
1. 정보공개심사회를 개칭한 것
2.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정보공개법제의 공시결정 등에 관한
불복신청에 관한 자문
3.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공시, 정정, 이용
정지결정 등의 불복신청에 관한 자문
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1. 부성설치법의 개정
2. 등기, 형사소송, 특허 등 정보의 적용제외(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의 적
용제외에 준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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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법률의 목적
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직원모두에게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
한 컴퓨터를 연결하는 성청(省廳) 내의 랜(LAN) 및 성청간을 연결하
는 중앙합동청사 WAN이 정비됨과 동시에, 수만 건에 이르는 신청·신
고 등에 관한 절차의 온라인화나 행정사무에 있어서의 페이퍼레스
(paper-less)화 등의 IT활용 등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IT
를 활용한 개인정보의 취급이 양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다양화하고 있다.
IT를 활용한 개인정보의 취급의 확대 등은, 다양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나 행정운영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IT를 활용한 개인정보의 처리의 특성(대량·고속처
리, 결합·검색 및 원격처리의 용이성)에서 개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우려와, 이러한 것에 관해 국민의 불안감 증대가 지적되고 있다.
본 법은 IT사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개인의 권리·
이익침해에 관한 염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며,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은, 본법이 입안되게 된
계기, 배경사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

본법이 적용되는 대상정보는, 종이 등의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는 정보공개법(정식명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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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행정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이며, 전자계산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했던 구
법에 비교하여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행정기관에서는 사무처리에 대한 IT의 급속한 활용
이 도모되고 있는 한편,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작성·취득된 문서를 비
롯하여 많은 수의 개인정보가 종이 등의 매체로 보존, 관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종이 등의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그 상
황에 따라 일체적으로 적절한 보호가 도모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기준·절차 등으로서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유의 제한, 이용목적의 특정 및 변경의 제한
○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의 이용목적의 명시
○ 정확성의 확보
○ 안전확보의 조치
○ 종사자 및 수탁자의 의무
○ 보유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등에 있어서의 사전통지
○ 개인정보파일부의 작성 및 공표
○ 개시청구권, 정정청구권 및 이용정지청구권
○ 불복신청
○ 고충처리
○ 총무대신의 권한 등이다.

(3) 행정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적정하고 원활한 행정운영의 기초
가 되는 데이터임과 동시에, 그 처리에 있어서의 IT의 활용은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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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나 행정운영의 효율화
등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행정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의 도모
와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병렬적인 것은 아니며, 어디까
지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본 법의 제1차적 목적이라는
점이다.

나.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 법은,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행정법인 등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립행정법인 등의 사무 및 사업이 적정하
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의 대상이 되는 독립행정법인 등은, 행정기
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 요구되는 사
무 및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이며,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적 부문에
속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법에 준한 내용으로서의 본 법이 정비되었
으나, 어디까지나 독립행정법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있다.

다.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회설치법

행정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심사회”가 설치되어 있지
만, 위의 법률의 제정에 의해 개인정보에 관한 개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및 이용정지결정 등에 관한 불복신청에 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가 조사·심의를 적당하다는 점에서, 동 심사회를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심의회”로 개조하기로 하고, 새로이 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위원임명에 관한 국회동의절차가 법률사항으로 됨과 동시
에, 위원은 특별직의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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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법에 상당하는 규정으로 필요한 것을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위의 3가지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상업등기부, 특허원부, 형
사소송법에 근거한 소송에 관한 서류 등은 독자의 완결된 체계적인
제도 하에 있는 문서에 기록된 보유개인정보에 관해 개시청구 등의
규정을 적용제외로 함과 동시에, 회계감사원법 기타 관계법률규정의
정비 등을 하는 것이다.

마. 지방공공단체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본에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설
명한 바와 같이, 1988년이었고, 이것이 수정·보완되어, 행정기관관련개
인정보보호와 관련된 4개의 법률로 완성된 것은 2003년 5월이었다. 이
에 대해서, 호적이나 주민표로 대표되는 주민에 관한 개인정보를 상당
히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 수준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보
급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을 목적
으로 한, 소위 “전산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여 그에 수반하여 개인정
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대응이 이루어졌다.122)
1969년 독일의 핫센주가 세계에서 최초의 데에터보호법을 제정하였
지만, 1973년 일본의 독쿠시마(德島)시에서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다. 이것은 행정기관
이 컴퓨터를 도입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됨에 수반하여, 어디까지나 컴
122) 당시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제정에 관한 경위의 상세한 내용은, 堀部政
男,「プライバシーと高度情報化社会」(岩波書店, 1988), 11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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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로 처리된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1975년에 제정된 쿠니다치(國立)시의 “전자계산조직의 운
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자계산조직의 이용에 있어서는 시민의 개인
적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또한 1976년 3월
에는 이와테(岩手)현에서 ”전자계산조직의 이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되었고, 동년 10월에는 센다이(仙台)시의 ”전자계산조직의 운영에 관한
조례“, 동경 고토우(江東)구의 ”전자계산조직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조례“ 등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76년의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단체로는
위의 단체에 불과하였지만, 1970년대에 많은 지방공공단체가 전자계산
기의 사용에 수반하여 개인데이터 보호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에 중요성을 둘 수 있다.123) 그러나 위의 모든 조례의 보호대상은 “전
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된 개인정보였으며, 매뉴얼 처리된 문서는 대상
외에 있었다. 그 때문에, 종이매체로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에 관한 적정한 보호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에 OECD의 8가지 원칙124)이 채택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인 조류가 되었으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
적 조치의 검토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도 동일한 대응을 검
토하게 되었다. 그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 후쿠시마현 카스가시(福島
県

春日市)의 “개인정보보호조례”125)이다.

이 후에도, 전술한 바와 같은, 컴퓨터처리나 네트워크화의 급속한
123)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개인정
보보호조례의 제정상황에 관해서는, 下河原忠夫,「知る権利とプライヴァシ-」地方自治
研究所(1994), 196-301면 참조.
124) 1980년 9월 23일 OECD가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관
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①수집제한의 원칙, ②데이터
내용의 원칙, ③목적 명확화의 원칙, ④이용제한의 원칙, ⑤안전보호의 원칙, ⑥공개의
원칙, ⑦개인참가의 원칙, ⑧책임의 원칙을 말한다.
125)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平松毅, 「個人情報保護 ー 制度と役割」ぎょうせい(1999)
274-2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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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급격하게 증가
하게 되었다.

조례의 제정상황에 관해서는, 2007년 4월 1일 현재, 모

든 도도부현·시구정촌(都道府縣·市區町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고 있는 외에, 일부 사무조합 등에서도 560개의 단체가 조
례를 제정하고 있다.126)

〔표4-2〕조례제정단체수 및 제정율(도도부현·시구정촌)의 추이
조사시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단체수
3,299 3,299 3,296 3,288 3,260 3,170 2,465 1,890 1,874
(도도부현·시구정촌)
제정단체수
제정율

1,521 1,738 1,982 2,161 2,413 2,612 2,417 1,890 1,874
46.1
%

52.7
%

60.1
%

65.7
82.4
74.0%
98.1% 100% 100%
%
%

제정단체수
1,529 1,748 1,994 2,196 2,546 2,770 2,635 2,275 2,434
(일부사무조합포함)

126) 총무성에서는, 각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대해 조례에 관한 조기제정을 요청하였던 바,
2005년말까지 모든 도도부현·시구정촌이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의 제정율은 100%에 달
하고 있다(2007년 6월 20일 총무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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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용범위
1. 개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전
체의 보호대상으로서, 주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본원칙」의 대상으로 하고서, 개인정보 중 특히 정보데이터베
이스 등을 사업용에 제공하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를「개
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에 정해진 의무규정의 대상으로 하는 2단
계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부문 중, 전자계산 등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개
인정보취급업자에 관해, 이 법에서는 특히 법제도의 정비의 긴급도가
높은 자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
보취급사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적정한 취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단체의 인정제도127)에 의해 개인정보의 보호에 최선의 대
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공적 부문에 있어서는,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별도, 법
률이나 조례에 의해 대응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에서의「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및
127)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
정보취급사업자가 실정에 따른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인 대응이 불가결
한데, 그러한 대응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법인격의 유무를 불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정된 것이다(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등 참조). 인정대상이 되는 업무
로는, ①업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고충처리, ②개인정보보
호지침의 작성·공표 등,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확보에 기여하는 사항에 관한 대상사업
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타 대상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확보에 관해 필요한
업무 등이 있다.

- 316 -

「특수법인」에 관해서,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는 개인정보

에 관해서도,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조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공적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기관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의무규정이 제외되는 경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공공기관의 범위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범위
와 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본의 모든 행정기
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
계감사원도 본법이 적용되는 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각에 설치된 기관(내각부를 제외) 및
내각의 소관 하에 설치된 기관”(제1호)

본 호에 의해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규정에 근거한 내각에 또는
내각의 소관하에 설치된 기관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기관이 여기
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관 중, 인사원은 “내각의 소관 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기관은 모두 “내각 하에”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의
(閣議) 등과 관련된 행정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내각관방(우리나라
의 총무처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법에서는
합의체로서의 내각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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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예
기 관

법률규정

내각관방

내각법 제12조

내각법제국

내각법제국설치법 제1조

안전보장회의

안전보장회의설치법 제1조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제25조

특수법인 등 개혁추진본부

특수법인 등 개혁추진기본법 제7조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3조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제33조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기본법 제24조

인사원

국가공무원법 제3조

(2) “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설치법(1999년 법률 제89호) 제49조 제1
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이들 기관 중 제4호의 정령으로 정
하는 기관이 설치된 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정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한다)”(제2호)

“내각부설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이란, 내
각부에 외국(外局)으로서 설치된 위원회 및 청(廳) 및 그러한 것의 외
국에 설치된 위원회 및 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내각부의 외국으
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방위청 및 금융청이 설치되
어 있으며, 방위청에는 방위시설청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본 항에
의해 내각부 및 궁내청과 함께 이들 2위원회 3청이 본법이 적용되는
행정기관인 것이다.

- 318 -

(3) “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
관(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된 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다.)”(제3호)

본호에 의해 적용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으로는, 내각의 통할 하에 있
어서의 행정기관 중, 성(省) 및 성의 외국으로서 설치된 위원회 및 청
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기관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검찰청은
법무성과는 별도로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기관으로서의 행
정기관이다.

〔표4-4〕제3호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의 예
성

위원회

청

총무성

공해 등 조정위원회

소방청

법무성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외무성
재무성

국세청

문부과학성

문화청

후생노동성

중앙노동위원회

사회보험청

농림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토교통성

선원노동위원회

기상청, 해상보안청, 해난심판청

환경성

(4) “내각부설치법 제39조 및 제55조 그리고 궁내청법(1947년 법률 제
70호) 제16조 제2항의 기관 및 내각부설치법 제44조 및 제56조(궁
내청법 제18조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특별기관으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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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 2의 시설 등 기관 및 동법 제8조의 3의
특별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

(2) 및 (3)의 부(府), 성, 위원회 및 청에 설치된 시설 등 기관(법률
또는 정령에 의해 설치된 시험연구기관, 검사검정기관, 문교연수시설
(이러한 것에 유사한 기관 및 시설을 포함), 의료갱생시설, 교정수용시
설 및 작업시설을 말한다.)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특별한 기관 중에
는, 그 설치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조직의 실태에 따라,
본법상의 “행정기관”으로서, 부, 성, 위원회 및 청과 동일하게 취급되
는 것이 적당한 것이 있으며, 정령으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기관을 본
법상의 “행정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게 하였다.
제4호는, 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의 외국의 위원회 및 청에 설치
된 시설 등 기관 및 특별기관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본법상의 독
립행정기관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령에서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에 설치된 특별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조).
제5호는, 각 성 및 각 성의 위원회 및 청에 설치된 시설 등 기관 및
특별기관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본법상의 독립행정기관으로 할 것
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령에서 검찰청(법무성에 설치된 특
별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6) “회계감사원”(제6호)

회계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있으며, 또한 “내각에
대해 독립한 지위를 갖는”(회계감사원법 제1조) 기관이다. 구법에서는
행정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는 기본
적으로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한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점에서, 회계감사원의 의견을 들어 본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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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켰다.
한편, 회계감사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내
각에 대해 독립의 지위를 갖는 회계감사원의 성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 회계감사원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총무대신에 대한 사전통
지의 대상이 아니다(제10조)
○ 회계감사원장이 행한 개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및 이용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해서는, 별도로 회계감사원에 설치된 심
사회(회계감사원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에 자문을 해야만
한다(제42조).
○ 총무대신은, 회계감사원장에 대해 자료·설명의 요구 및 의결진술
은 하지 않는다(제50조 및 제51조).

나.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본법에서 “독립행정법인 등”이란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제
10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및 별표에 규정한 법
인으로서, 본법의 대상이 되는 “독립행정기관 등”의 범위에 관해서는,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견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독립행
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제언한「특수법인 등의 정보공개제도
의 정비충실에 관한 의견」(2000년 7월 27일 특수법인정보공개검토위
원회)을 참고로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및 인가법인으로서, 정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각 법인의
설립개별법에서 정해진 조직·제도의 취지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하
며, 이사장 등을 관련기관의 대신 등이 임명하는 법인, 또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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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원칙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있다.
한편, 다음 2개의 법인에 관해서는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과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 간사이(関西)국제공항주식회사에 관해서는,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
공개법에서는, 특히 공항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법인문서만에 관
해서 대상법인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는 건
설업무에 관해서 특별한 취급을 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또한 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법 제4장의 규율이
적용되는 점 등에서 본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은 성격이 다른 복수의 사업을 통합
한 법인이지만, 하나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에 본법과 기본법 양
법제가 적용되는 것은 법제적으로 부적당하다는 점에서, 보다 엄
격한 규율을 정한 본법의 대상으로 하였다.

(1)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2008년 3월 31일 현재)으로는 모두 102개 법인이 있
으며, 모두 대상기관이다.128)
128) 奄美群島振興開発基金, 医薬基盤研究所,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 宇宙航空研究開発機
構, 沖縄科学技術研究基盤整備機構, 海技教育機構, 海上技術安全研究所, 海上災害防止센
터, 海洋研究開発機構, 科学技術振興機構, 家畜改良센터, 環境再生保全機構 , 教員研修
센터, 勤労者退職金共済機構, 空港周辺整備機構, 経済産業研究所, 原子力安全基盤機構,
建築研究所, 航海訓練所, 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 航空大学校, 交通安全環境研究所, 高
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 港湾空港技術研究所, 国際観光振興機構, 国際協力機構, 国際交
流基金, 国際農林水産業研究센터, 国民生活센터, 国立印刷局, 国立科学博物館, 国立環境
研究所, 国立健康・栄養ﾜ研究所, 国立高等専門学校機構, 国立公文書館, 国立国語研究所,
国立重度知的障害者総合施設のぞみの園, 国立女性教育会館,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国立大学財務経営센터,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国立美術館, 国立病院機構, 国立文
化財機構, 雇用能力開発機構, 産業技術総合研究所,自動車検査独立行政法人, 自動車事故
対策機構,住宅金融支援機構, 種苗管理센터, 酒類総合研究所, 情報処理推進機構, 情報通
信研究機構, 新에너지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 森林総合研究所, 水産総合研究센터, 水産大
学校, 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 石油天然가스金属鉱物資源機構, 造幣局, 大学入試센터, 大
学評価学位授与機構,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駐留軍等労働者労務管理機構, 通関情報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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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제1에서

언급한 법인으로서는

특수법인·인가법인(15개법

인)129) 및 국립대학법인(87개법인)130),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4개법
인)131), 기타 법인(1개법인)132)의 107개 법인이 있으며, 모두 대상법
인으로 되어 있다(2008년 3월 31일현재).

理센터, 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 電子航法研究所, 統計센터, 都市再生機構, 土木
研究所, 日本学術振興会, 日本学生支援機構, 日本芸術文化振興会, 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
構, 日本高速道路保有・債務返済機構, 日本스포츠振興센터,日本万国博覧会記念機構, 日
本貿易振興機構, 日本貿易保険,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年金·健康保険福祉施
設整理機構, 農業環境技術研究所, 農業者年金基金, 農業生物資源研究所, 農業・食品産業
技術総合研究機構, 農畜産業振興機構, 農林漁業信用基金, 農林水産消費安全技術센터, 福
祉医療機構, 物質・材料研究機構,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防災科学技術研究所, 放射線
医学総合研究所, 北方領土問題対策協会, 水資源機構, 緑資源機構, 미디어教育開発센터,
郵便貯金・簡易生命保険管理機構, 理化学研究所, 労働安全衛生総合研究所, 労働政策研
究·研修機構, 労働者健康福祉機構.
129) 沖縄振興開発金融公庫, 公営企業金融公庫, 国際協力銀行, 国民生活金融公庫, 商工組合
中央金庫, 中小企業金融公庫, 日本銀行, 日本小型自動車振興会, 日本私立学校振興・共済
事業団, 日本政策投資銀行, 日本中央競馬会, 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険機構, 農林漁業金
融公庫, 放送大学学園, 預金保険機構.
130) 北海道大学, 北海道教育大学, 室蘭工業大学, 小樽商科大学, 帯広畜産大学, 旭川医科大
学, 北見工業大学, 弘前大学, 岩手大学, 東北大学, 宮城教育大学, 秋田大学, 山形大学, 福
島大学, 茨城大学, 筑波大学, 筑波技術大学, 宇都宮大学, 群馬大学, 埼玉大学, 千葉大学,
東京大学, 東京医科歯科大学, 東京外国語大学, 東京学芸大学, 東京農工大学, 東京芸術大
学, 東京工業大学, 東京海洋大学, お茶の水女子大学, 電気通信大学, 一橋大学, 横浜国立
大学, 新潟大学, 長岡技術科学大学, 上越教育大学, 富山大学, 金沢大学, 福井大学, 山梨
大学, 信州大学, 岐阜大学, 静岡大学, 浜松医科大学, 名古屋大学, 愛知教育大学, 名古屋
工業大学, 豊橋技術科学大学, 三重大学, 滋賀大学, 滋賀医科大学, 京都大学, 京都教育大
学, 京都工芸繊維大学, 大阪大学, 大阪教育大学, 兵庫教育大学, 神戸大学, 奈良教育大学,
奈良女子大学, 和歌山大学, 鳥取大学, 島根大学, 岡山大学, 広島大学, 山口大学, 徳島大
学, 鳴門教育大学, 香川大学, 愛媛大学, 高知大学, 福岡教育大学, 九州大学, 九州工業大
学, 佐賀大学, 長崎大学, 熊本大学, 大分大学, 宮崎大学, 鹿児島大学, 鹿屋体育大学, 琉球
大学, 総合研究大学院大学, 政策研究大学院大学, 北陸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奈良先端
科学技術大学院大学.
131) 人間文化研究機構, 自然科学研究機構, 高에너지加速器研究機構, 情報·시스템研究機構.
132) 日本司法支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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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일반적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관해서
는, 도도부현(47개)·시구정촌133)에 있어서 그 명칭을 달리하지만,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34) 따라서 여기에서는 크게, 홋가이도(北海
道), 동경도(東京都),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니카타현(新潟
県), 오키나와현(沖縄県)의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을 예로
들기로 한다.

(1) 홋가이도(北海道)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홋가이도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에서는, 그 대상기관으로서, 지사,
교육위원회, 공안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인사위원, 노둥위
원회, 수용위원회,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 해구어업조정위원회, 수내
면어장관리위원회, 공영기업관리자 및 경찰본부장 그리고 도가 설립한
독립행정법인으로 하고 있다.135)

133) 시정촌은 지방공공단체인 시, 정 ,촌의 총칭으로서, 일본에서의 기초적 지방공공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인데, 포괄적 지방공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 대비되고 있
다. 일본의 기초적 지방공공단체는 시정촌 외에 특별구(都의 구)가 있으며, 이와 합하여
시구정촌이라고 불린다. 동경도에서는 도내에 인구가 최대인 하치오지(八王子)시보다
인구가 많은 특별구가 있어서, 공적으로는 구시정촌이라고 불린다. 2008년 11월 현재,
시는 783개, 정은 806개, 촌은 193개이며, 여기에 동경도에 있는 특별구 23개를 합하면,
전체 1805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현재, 지방공공단체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 숫자가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34) 총무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상황(2007년 4월 1일 현재)” 보도자료 참
조.
135) 삿뽀로시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2호에서 그 대상기관으로서, 시장,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농업위원회, 고정자산평가위심사위원회, 공영기업관리자,
소방장 및 시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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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경도(東京都)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동경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그 대상기
관으로서, 지사,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안위원회,
노동위원회, 수용위원회,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공영기업관리위원회, 경시총감, 소방총감, 수
도대학 동경 및 동경도립수산기술연구센터로 하고 있다.136)

(3) 오사카부(大阪府)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오사카부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그 대상기관으로
서, 지사,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공안위원회, 노동위원회, 수용위원회,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내수면어장
관리위원회, 수도기업관리자, 경찰본부장 및 부가 설립한 지방독립행
정법인으로 하고 있다.137)

(4) 교토부(京都府)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교토부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그 대상기관으로서,
지사,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리위원, 공안위원회,
경찰본부장, 노동위원회, 수용위원회, 해구어업조정위원, 내수면어장관
136) 동경도의 특별구 중의 하나인 신죽구(新宿區)와 인구가 많은 하치오지(八王子)시의
개인정보보호조례를 보기로 한다. 신죽구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그 대
상기관으로서 구장,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위원회, 및 구 의회를 들고 있
으며, 하치오지시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그 대상기관으로서 시장, 교
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평위원회, 감사위원회, 농업위원회, 고정자산평가위원회
및 시의회를 들고 있다.
137) 오사카시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그 대상기관으로서, 시장,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 농업위원회,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공영기업
관리자 및 소방장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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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원회, 및 교토부 공립대학법인으로 하고 있다.138)

(5) 니카타현(新潟県)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니카타현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그 대상기관으로
서, 지사, 현의회, 공영기업관리자,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위원회, 감사위원, 공안위원회, 경찰본부장, 노동위원회, 수용위원회,
해구어업조정위원회,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 및 내수면어장관리위원
회를 규정하고 있다.139)
(6) 오키나와현(沖縄県)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오키나와현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3항에서는, 그 대상기관으
로서, 지사, 교육위원회, 공안위원회, 경찰본부장, 선거관리위원회, 감
사위원, 인사위원회, 노동위원회, 수용위원회,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내
수면어장관리위원회, 공영기업의 관리자 및 병원사업관리자를 규정하
고 있다.140)

138) 교토시의 개인정보조례에 제2조 제2호에서는, 그 대상기관으로서, 시장, 공영기업관리
자, 소방장,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 농업위원회, 고정자산
평가위원회 및 시의회를 들고 있다.
139) 니카타현 카시와자키시(柏崎市)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2조 제1호에서는 그 대상기관
으로서, 시장,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공평위원회, 농업위원회, 고정자
산평가심사위원회, 가스·수도국 및 시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140) 오키나와현 하나시(那 覇 市 )의 개 인 정 보 보 호 조 례 제 2조 3호 에 서 는 , 그 대
상 기 관으로서 시 장 , 교 육 위 원회 , 선 거 관리 위 원회 , 감 사 위 원, 공평 위 원
회 , 농 업 위 원회 , 고 정자 산 평 가 위 원회 , 소 방 장 , 상 하 수 도 사 업 자 관리 자 ,
시 의회 , 및 시 가 설 립 한 지 방 독립 행 정법인을 규 정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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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제외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3항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141)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특정된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그 개인정
보를 취급할 수 없으며,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해 다른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함과 수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승계전에 있어서의 당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음
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받
지 않는다.

(1) 제16조 제3항 제1호의 “법령에 근거한 경우”

본호에서,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
에 의한 수사), 지방세법 제72조의 7(사업세와 관련된 징세공무원의 질
문검사권, 각종 세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수반한다.
(사례) 소득세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한 세무서장에 대한 지불조서
등의 제출,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지만,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 또한 변호
사법 제23조의 2(변호사회에서의 조회)의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고 생
14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는, ①국가기관, ②지방공공단체, ③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
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
인을 말함), ④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방독립
행정법인을 말함), ⑤그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양 및 이용방법에서 볼 때 개인의 권리이
익을 침해할 염려가 적은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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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지만, 제공에 있어서는 동 조회제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과 합리
성이 인정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제16조 제3항 제2호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

사람(법인을 포함)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라는 구체적인 권리이익
이 침해될 염려가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이용이 필요
하고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다른 방법에 의해 당
해 권리이익의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를 제외)에는 그 적용을 받
지 않는다.142)

(3) 제16조 제3항 제3호의 “공중위생의 향상 등의 경우”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심신의 발전도상에 있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고,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해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정한 육성이 충분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143)
142) 사례① : 긴급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 기타 사태 시에 본인에 관해 그 혈액형이
나 가족의 연락처 등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례② : 사기업간에, 의도적으로 업무방해를 행하는 자의 정보에 관해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
사례③ : 제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제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여 제품사업자 등이 소비생활용제품을 리콜
하는 경우로서, 판매사업자, 수리사업자 또는 설치공사사업자 등이 당해 제조사업자 등
에 대해 당해 제품의 구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43) 사례① : 건강보험조합 등의 보험자 등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나 간검진 등의 보헙사
업에 있어서, 정밀검사의 결과나 수진상황 등의 정보를 건강증진시책의 입안이나 사업
효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역학연구 또는 통계조사를 위해 개인의 이름을 숨겨서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례② : 등교를 하지 않거나 불량행위 등 아동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해 아동상담소, 학
교, 의료행위 등의 관계기관이 연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당해 관계기관 등간에 당해 아
동 학생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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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에 협력을
할 경우 등”

국가의 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
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144)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목적을 공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공표
해야하며,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통지를 해야 한다. 그
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본인 또는 제3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염려
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공표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권리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145)

144) 사례) 사업자가 세무서의 직원 등의 임의조사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출하거나, 사업자
등이 경찰의 임의요구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45) 사례) 소위 총회꾼 등에 의한 부당요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총회꾼 담
당자 개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로서, 이용목적을 통지
또는 공표함으로써, 당해 총회꾼 등의 역공으로 제3자인 정보제공자가 피해를 임을 염
려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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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 제4항 제2호의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권리 등을 해할 염
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공표함으로써 기
업비밀에 관한 것 등이 다른 회사에 명백하게 밝혀져, 당해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146)

(3)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국가기관 등에의 협력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령에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협력을 하는 민간기업체 등
이 국가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통지
하거나, 또는 공표함으로써 당해 사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147)

(4) 제18조 제4항 제4호의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

개인정보를 취득한 상황 등에서 볼 때, 이용목적이 명백하게 분명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148)
146) 사례) 통지 또는 공표된 이용목적의 내용에 의해 당해 개인정보취급자가 행하는 신
상품 등의 개발내용, 영업노하우 등 기업비밀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47) 사례) 공개수배를 행하지 않고서, 피의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행
방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해 제공하는 경우, 경찰로부터 받은 당해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함으로써 수사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48) 사례① : 상품·서비스 등을 판매·제공하는 경우, 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용목적이 당해 상품·서비스 등의 판매·제공만을 확실하게 하
기 위한다는 이용목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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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3조제1항

개인정보취급자 중 일정한 자에 한해서, 개인정보는 취급하는 목적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
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개인데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고충처리 기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1호의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 등이 보도용으
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호의 “저술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저술을
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3) 제3호의 "학술연구에 제공할 목적으로, 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그러한 것에 속하는 자가 개인정
보를 활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② :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명함을 교환하는 경우, 서면에 의해 직접 본인으로부터
성명·소속·직위·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이용목적이 향후에 연락
을 하기 위함이라는 이용목적인 경우(단지 다이렉트메일(광고메일 등 스팸성메일을 말
함) 등의 목적으로 명함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이용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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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호의 “종교활동(이에 부수하는 활동으 포함)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제5호의 “정치활동(그에 부수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정치단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취
급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제외

본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
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개인정
보보호심사회설치법의 시행에 수반되는 관계법률의 정비 등을 행하는
것으로서, 각 성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구체적
으로 정하고 있다.

〔표 4-5〕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성별(省別)

관련법조문

총무성관계

·통계법 제18조의 2
·통계보고조사법 제12조의 3

법무성관계

·부동산등기법 제151조의11
·호적법 제107조의 7
·형사소송법 제53조의 2
·상업등기법 제114조의 3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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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省別)
문부과학성
관계
농림수산업성
관계

관련법조문
저작권법 제78조
·어업법 제50조
·종묘법 제46조

경제산업성
관계

·광업법 제59조
·특허법 제186조
·의장법 제63조
·상표법 제72조
·일본과 대한민국간의 양국에 인접하는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
성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선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토교통성
관계

·철도저당법 제38조의 2
·도로운송차량법 제36조의 3
·항공법 제8조의 5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
·소형선박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마. 지방공공단체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상의 적용제외

지방공공단체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상,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
기관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모든 시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의무규정
및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모든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의 조례에 공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 333 -

(1) 방송,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보도를 업으로서 행하는 개인
을 포함)이 보도용으로 제공할 목적의 개인정보
(2) 저술을 업으로서 행하는 자가 저술용으로 제공할 목적의 개인정보
(3) 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그러한
것에 속하는 자가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할 목적의 개인정보
(4) 종교단체 및 정치단체가 각각의 활동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5) 통계법에 규정하는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모집된 개인정보
(6) 통계보고조사법의 규정에 의해 총무대신의 승인을 얻은 통계보고
의 징집에 의해 얻은 개인정보
(7)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기타 도서, 자료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또는 대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그 목적을 위해 관리되
는 도서 등에 기록된 개인정보
(8)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재판,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하는 처분,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집행, 갱

생긴급보호 또는 은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당해 재판, 처분 또
는 집행을 받은 자, 갱생긴급보호신청을 받은 자 또는 은사를 상
신한 자와 관련된 것에 한함)
(9) 법률(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
외)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공시, 정정 및 이용정지)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
는 보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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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기준
1. 개설
국가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행정기관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
동법의 운용의 통일성, 법적합성을 확보하는 입장에 있는 총무성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에 관한 지침을 책정함
과 동시에,

각 행정기관 및 국민에 대해, 홍보내용의 배부나 설명회

의 실시 등을 행하여 동법의 주지를 도모하고, 시행상황의 개요에 관
한 공표 등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행하여 제도의 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총무성이 책정한 지침을 참고로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실정 맞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에 관
한 정함 등 정비,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적절한 정보안전시스템
(security system)의 정비, 관리체제의 정비나 국민에 대한 상담창구의
설치,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강구할 조치 등에 관
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
유에 관해서는 독립행정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 동법의 운용의 통일성, 적합성을 확보할 입장에 있는 총무성은
①행정 독립법인 등의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책정함과 동시에, ②각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및 법인에 대해
홍보내용의

배부나 설명회의 실시 등을 행해 동법의 주지를 도모하

고, ③시행상황의 개요의 공표 등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행하여 제
도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각 행정기관은 소관하는 독립행정법인에 대해 그 업무운영에
있어서의 자주성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한 지도, 조언, 권고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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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독립행정법인 등은 ①총무성이 책정한 지침 등을 참고로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실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에
관한 정함 등의 정비, ②직원에의 교육연수, ③적절한 정보안전시스템
의 정비, ④관리체제의 정비나 국민에 대한 상담창구의 설치, 개인정
보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강구할 조치에 관한 정보제공을
행한다. 즉 정부나 각 지방공공단체는,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
고, 그것을 실시할 책무가 있는 바, 국가가 책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하는 것은 그 지방공공단
체의 구역의 특성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인정보의 성질 및 이용방법을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그 적정한 취급에 관한 엄격
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해, 보호를 위한 각별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 기타의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법 등의 근거규정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중의원 및 참의원의 각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할 때의 부대결의 중에 의료, 금융‧신용, 정보
통신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개별법의 시급한 검토를 주장하였다.

그

러나 현재 어느 분야에서도 개별법은 성립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06년 6월 내각부가
발표한 "2005년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상황의 개요“149)에
의하면, 지방공공단체나 국민생활센터에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
상담은 약 14, 028건이나 되었다. 이 중, 고충상담의 대상이 된 사업분
야로는 특히 적정한 처리를 확보해야 할 개별분야(의료, 금융·신용, 정
149) 내각부의 개인정보보호의 웹사이트 내의 “2005년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의
개요”의 페이지 참조(http://www5.cao.go.jp/seikatsu/kojin/17-sekou.pdf). 고충상담의
수가 많은 것부터 열거하면, 정보통신부문이 1,979건, 금융·신용부문이 1,735건, 의료부
문은 324건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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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가 약4,046건(전체의 28.8%)으로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분야라
고 생각된다.
2007년 9월에 내각부가 발표한 “2006년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상황의 개요”150)에서도, 고충상담의 총건수 12, 876건 중, 3분
야에 관한 것이 3,279건(27.1%)을 점하고 있다. 고충건수가 많은 것부
터 열거하면, 정보통신부문이 1,914건(14.9%), 금융·신용부문이 1,308건
(10.2%), 의료부문이 268건(2.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하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처리
가. 개인정보수집·보유의 제한(제3조)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는,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율 및 본인으로부터의 공개, 정정, 이용정지의 청구대
상을 “보유개인정보”라고 하고 있다. 보유개인정보의 요건은, 기본적
으로 정보공개법에 있어서의 행정문서의 정의151)와 정합성이 이루어지
150) 내각부의 개인정보보호의 웹사이트 내의 “2006년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의
개요”의 페이지 참조(http://www5.cao.go.jp/seikatsu/kojin/18-sekou.pdf).
151)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행정문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
행정문서"란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문서, 도화 및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으로서, 당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①관보, 백서, 신문, 잡지, 서적 기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
는 것.
②정령으로 정하는 공문서관 기타의 기관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역사적 또
는 문화적 자료 또는 학술연구용의 자료로서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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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직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개인정보로서,
당해 행정기관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행정기관이 보
유하는 것을 보유개인정보라고 한다. 여기서, ①“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이란, 행정기관의 직원이 당해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입장에서, 즉 공적인 입장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취
득한 것을 말하며, ② “조직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작성 또는 취득
에 관여한 직원 개인의 단계의 것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상 필요한 정
보로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③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이
란, 정보공개법에 있어서의 행정문서의 보유개념과 동일하다. 즉 당해
개인정보에 관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당해 개인정보의 이용·제공·폐
기 등의 취급에 관해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
서 예컨대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를 서고 등에서 보관하거나 또는
창고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고 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관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
하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이용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해야 한다. 특히 이에 의하여 특정된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월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며,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동법”이라 함.).

(1) 개인정보의 보유에 있어서의 이용목적의 특정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이란, 정보공개법에 있어서의 행정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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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개념과 동일하다. 즉, 당해 개인정보에 관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당해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폐기 등의 처리에 관해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예컨대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
를 서고 등에 보관하거나 또는 창고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
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는, 당해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소관사무”을 정하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사무 외에, “권한”을 정하
는 조문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나, 행정작용법(1948년 7월 10일 법률
제120호) 상 규정된 사무가 포함된다(행정작용법 제7조 참조). “법령이
정하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란, 개인정보
의 보유가 이러한 소관사무 중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수행하
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가 아무렇게나 취급되어, 개인이 불측의 권리이익이 침해되
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목적이 명확
하게 확정되고, 그 이용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목적”은 보유부터 이용·제공에 이르는 개인정보의 처리범위와 관
련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이용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한다는 것
은, 개인정보가 어떠한 사무용으로 제공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
는가를 되도록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이며,
이용목적에 관한 특정의 정도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
도록 위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용목적은 구체적인 이행행위가
당해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39 -

(2)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월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
유할 수 없다.”

이용목적의 달성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보유는 안전관리 상의 문
제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이용 등이 이루어질 염려
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취
득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의 내용은 이용목적에 비추어 필
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일본의 “행정기관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위 민감한
(sensitive) 정보의 수집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 정보의 취급의
방법에 따라 개인의 인격 등을 침해하게 될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가 민감한 정보152)인가의 여부는 당해
정보의 종류나 내용은 물론,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 등에 크게 좌우되
는 것이며, 사전에 일률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
다. 오히려 모든 개인정보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취급
은 엄격하게 사무수행이나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행정기관의 경우, 법령에 정하는 사무를 적
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정보라고 하는 정보에 관해서도 취
득,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본 법에서는 법령에 정하
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의 개인정보의 보유, 목
적 외 이용·제공금지 등, 개인의 권리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152) 일반적으로 사상, 신조 및 종교, 인종 및 민족, 범죄력, 및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
는 사회적 신분에 관한 정보를 “특정의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하며, 개인정보 중에서
도 특히 신중한 취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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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
성을 갖는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월하여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전개에 대응할 필요성 등에서, 이용목적을 변
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바
이며,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며,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용목적에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단 특정된 이용목적이 무한정적
으로 변경되게 되면, 이용목적을 특정한 실질적 의미가 상실되게 되므
로, 여기에서는 변경전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합리
적으로 믿을 수 있는 범위에 한해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구법에서는, 해석상 소관사무의 범위 내이면 당초의 이용목적과 모
순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목적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였으나, 현
행법에서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은, 당초의 이용목적에 볼 때, 생각
하기에 곤란하지 않는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말한다. 또한 “합리
적으로 인정되는”이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취지이며,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아
니다. OECD이사회의 권고에서도 개인데이터의 이용은 당해 수집목적
의 달성 또는 당해 수집목적에 모순되지 않으며, 또한 목적을 변경할
때마다 명확한 다른 목적의 달성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현행법도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된다.153)
153)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병증예의 연구목적으로 이용하
기 위해,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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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에 있어서의 원칙(본인취득의 원칙·적정한 취득)

(1) 취지

개인정보의 취득을 이용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취득은 적법
하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본인으로부터 취득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취득에 있어서의 원칙의 포인트는 ①취득제한, ②취득의 원칙,
③본인취득의 원칙, ④취득에 있어서의 본인에 대한 통지, ⑤적법하고
적정한 취득, ⑥취득원칙의 적용제외이다.

(2) 내용

① 취득의 원칙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취득함과 동시
에,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개인의 범위 및
개인정보의 내용은, 이용목적에 비추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한편, 그 근거로서 개인정보의 취득은 적법하고 적정
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적법하고 적정한 취득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위조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개
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독립행정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한편,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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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적정한 취득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 이유에 관해서, 총무성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의 충실강화에 관해”154)에서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득이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야 하는 것은, 일본
헌법 하에서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
다. 또한 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법령준수의무(제98
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나 독립행정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규정에 관해
서는, “행정기관에 관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규범의
취지가 소위 민간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규범으
로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법제에서 다시 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 제32조는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조례, 지방공공단체의 규칙 및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또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중에서
이러한 법령준수의무가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적정·적법한 취득의
무가 담보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는 면도 있다.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서는,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은 방
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절차위반을 이유로 본인이 이용정
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행정기관 등이 보
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의 충실강화에 관해서”는 비록
적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인 구제조치가 존재한다는 것이 동법 중에서 적정취득의무를 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
후구제는 적정한 취득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적정하지
154) http://www.soumu.go.jp/gyoukan/kanri/honbun_1.htm(2009년 1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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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취득의 예로서는, 실시기관이 부모의 동의 없이 충분한 판단능
력이 없는 어린이로부터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나, 설치사
실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방범카메라에 의한 촬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취득
제한에 해당함과 동시에, 보유제한에도 해당되게 된다. 또한 실시기관
이 보유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지 사무나 사업의 성질에 따
라서는 본인으로부터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나, 본인취득
을 원칙으로 하면 반대로 본인의 불이익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취득의 예외로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적용제외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가) 법령에 근거한 경우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란, 실시기관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에 취득원칙에 따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정한 것이다. 즉 본인취득의 원칙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라면, 본인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
득하는 것은 적법한 취득은 아니지만, 본인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것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나, 취득이 법령에 의해 의
무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컨대, 지방세법 제20조의 11(관공서 등에의 협력요청)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관한 조사에 관해서 필요가 있을 때에, 관공서 또는 정부관
계기관에 당해 조사에 관해서 참고가 될 장부 및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 기타의 협력요청을 행하여 본인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
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 제29조(조사의 촉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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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청구)에는 “보호의 실시기관 및 복지사무소장은 보호결정 또는 실
시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
의 자산 및 수입상황에 관해 관공서에 조사를 촉탁하거나 또는 은행,
신탁회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도 본인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령이 정
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서 본인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나) 본인의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란, 본인의 개인정보가, 실시기관이
제시한 취득방법에 의해 취급될 것을 “승낙”하는 취지가 당해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취득할 것이 전제로 되는 점에서, 동의의 취득시점에서 당해 본인이라
는 점을 확인될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

다) 공개정보로부터의 취득

“공개정보로부터의 취득”이란, 출판, 보도 기타 이러한 것과 유사한
행위에 의해 공공연하게 된 것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등, 출판물이나
보도 등에 의해 이미 공지된 정보가 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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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해”란, 이러한 것들을 보호
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고, 본
인의 동의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본인취득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지만, 그 이외에 적
절한 취급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이해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등에서 부상을 입어 의식불명 등의 상태에
있는 본인에 관하여, 그 혈액형이나 연락처 등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혈액형이나 연락처를 취득하는 경우, 유아
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아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재해발생 후
에 행방불명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기관이 구역 내의 숙박시
설 등으로부터 숙박자명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 사무·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무·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란, 소송, 지도 또는 상담과 관련된
사무에 관해서, 그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
을 때, 또는 사업의 성질상,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사무의 수행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쟁사안의 사실관계, 법률상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등에 관해 개인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당해 행정기
관과 당사자인 본인 간에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의 임용
등을 할 때의 직무수행능력의 판정 등을 행할 때에, 임용을 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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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당해 개인정보를 취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면 판정사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도나 상담 등과 관계되는 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학교 등에서 적절한 지도를 행하기 위해 교육상 불가결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당해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본인의 학습의욕이나 향상심을 저해하거나, 자존심에 상
처를 주는 등,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교육
운영 상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바)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국가로부터의 취득”이란, 다른 실시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 기타 공공적 단체 등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실시기관이 법령 등이 정하는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또한
당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
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취득이 인정된다.

사) 소재불명·정신장애 등

“소재불명·정신장애 등”이란,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에게 정신상의 장해
등이 있어서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객관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상의 장해 등의
이유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할 수 없어서, 가족 등으로부터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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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보를 들어서 각종 절차 등에서 필요한 신청사항의 기입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억상실 등으로 부랑상태에 있
는 자나 혼수상태에 있는 자 등을 보호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기억상실이나 혼수상태가 일시적인 것인가 상시적인 것인가를 분명하
지 않을 경우도 있다. 만일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면, 증상의 경감을
기다려 대처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
명, 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해 본인 이외의 자로부터 본인의 개인정
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 본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란, 본인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
득하는 것이 분명하게 본인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지 여
기서 말하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이란, 객관적으로 본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실시기관 측에서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더
라도 객관적으로는 전혀 본인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자) 심사회의 판단에 의한 경우

“심사회의 판단에 의한 경우”란,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사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본인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에 관해 실시기관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한다. 구
체적으로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
한 이용이 있는 경우에 심사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본인 이외의 자로
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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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이상에서 설명한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인취득의 원
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
하는 취지 및 그 내용을 본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취득의 원칙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
가 취득되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단지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본인에게 정
신장해 등의 상태가 계속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지해도 무의미할
것이다.

다. 이용목적의 명시
행정기관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에 기록된
당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
전에 본인에 대해 그 이용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때
(2)이용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신
체·재산 기타 권리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3)이용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함으로써,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포함)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4)취득상황에서 보아 이용목적이 분명하다고 인정된 때(동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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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목적의 명시

가)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타인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으로
기록된 당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본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형태로는, 서면에 의하는
경우나 구두에 의한 경우가 있지만, 구두에 의한 정보의 경우,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보유개인정보로서 보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서나 앙케트조사표 등, 본인이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그
대부분이 보유개인정보로서 보유되고, 그 이후에는 각종 행정운영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으로
기재된 당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특히 이용목적을 명
시할 것을 정한 것이다.
한편,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타인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한다고 한 것은, 최근 행정의 정보
화가 급진전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에 의한 신청 등도 일반화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
도 포함하는 취지이다.

나) “사전에, 본인에 대해, 그 이용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이용목적에 관한 명시방법으로서는, 신청서 등의 양식에 사전에 기
재해 두는 방법 이외에, 창구에서의 제시나 구두에 의한 방법도 생각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용목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내진 경우에
는,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 관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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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을 명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2) 이용목적명시의 적용제외

본 조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서, 사전에 이용목적을 명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용목적을 명시함으로
써 다른 권리이익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이용목적의 명시를
의무지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나,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에까
지 일률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적용제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때”

생명·신체 또는 재산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의 취득으로서, 이용목적
을 명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을 제외한 것이다.

나)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재
산 기타 권리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이용목적을 명시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나, 결과적으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이용목적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
용을 제외한 것이다.
예컨대 암 치료를 위해 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에 그 이
용목적을 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병명을 고지하는 것으로 되며, 결
국 본인에게 불측의 사태를 초래하게 될 염려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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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함으로써,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

여기의 국가기관에는 행정기관 이외에, 법원 및 국회 등이 포함된다.
국가기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이익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점
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가 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무내용
은 복잡하기 때문에,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
며, 사회통념에 의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예컨대
이용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이후의 개인정보수집이 곤란하게 되는 경
우, 피의자의 도망, 증거인멸로 연결된 경우, 적정한 판단·평가에 지장
을 미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라) “취득상황에서 볼 때 이용목적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때”

개인정보의 취득상황에서 볼 때, 이용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
이 이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초지를 굳이 강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적용을 제외한 것이다. 예컨대 특정한 허·인가신
청을 행하기 위해 본인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기입한 신청서를 행정기
관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이 당해 허·인가신청의 사무처리만
에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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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확성의 확보(제5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개인
정보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과 합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보유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
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용목적에 따라서는, 예컨대 ①과거의 일정
한 시점의 사실만으로 충분한 경우, ②현재의 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
우, ③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사실 양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 안전확보의 조치(제6조)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개인정보의 누출, 멸실 또는 훼손방지 기타
보유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취급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탁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관해 준용된다(동법 제6조).

(1) 안전확보를 강구할 의무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취급에 의해 누출이나 악용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증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보
유개인정보가 누출,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행정기관
의 장에 대해서 안전확보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물리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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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치 및 조직적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다. 물리적 보호조치로서는
보관장치에 대한 시정, 출입제한, 방재설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로는 네트워크가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방화
벽의 구축, 정보의 암호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직적 보호조치에
는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의 실시, 안전관리자의 설치 등 관리체제의
정비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업무위탁에 있어서, 계약조항 중에 재
위탁을 할 때에 있어서의 조항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항을 포
함하는 것이나, 위탁처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을 행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는 개인정
보의 성질이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필
요가 있다.
“적절한 관리”란, 과잉적인 안전확보조치를 위무지우는 것은 아니지
만, 조치의 내용에 관해서는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성질, 이용목적, 이
용환경, 경험칙,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확보는 정보세큐리티(security)의 일환인 것이다.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IT의 이용은 종래 특정한 사무사업과 관련된 전
문분야에 있어서의 집중적 관리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사무사
업과 관련된 직원에 의한 범용적인 이용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에 수반하여 정보 세큐리티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바이며, 개인
정보와 관련된 안전확보의 조치에 관해서도, 그 중에서 명확하게 일체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수탁자의 책무

최근,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사업
자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계약조건으로서 필요한 안전확보조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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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해져 있다. 이에 의해 수탁사업자는 계약상의 의무로서 안전확보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자인 행정기관은 계약에 근거한 권
한에 의해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수탁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는,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주지한 바와 같이, 기본법상 개인정보취급사
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본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이러한
계약 또는 기본법에 의한 규율과는 별개로, 여기에서 수탁사업자에게
행정기관에 준하는 안전확보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행정
기관으로부터 그 사무사업의 실시에 관해 개인정보의 취급을 수탁한
이상,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엄격한 규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에 의한 것이다.

바. 종사자의 의무(제7조)
개인정보의 취급에 종사하는 행정기관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위에서 본 수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해 지득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함부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7조).

(1) 종사자의 의무

본법에 근거한 규율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무로서 규
율되어 있다.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직원도 그 보좌기관으로서 당연히
본법에 근거한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155) 본 조는 각 직
155) 행정기관의 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직 및 특별직의 국
가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에 상근 또는 비상근의 직원을 말하고, 직원이었던 자는 행정
기관을 퇴직, 실직 또는 면직에 의해 그 직을 떠난 자 및 행정기관이외의 기관으로 전
직을 했던 자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철저를 도모하고,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책
임을 분명하게 하는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직원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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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해 조직적 이용인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 또는 부당한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2) 종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본조에 위반한 행정기관의 직원이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한 징계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의 비밀
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동법 제100조) 위반에 의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제109조). 또한 본조에 위반한 행정기관의 직원이 특별
직의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법(예컨대 자위대법)에 의
해 징계처분이나 벌칙이 적용될 것이다.156) 수탁사업자의 경우에는 당
해 위탁을 한 행정기관과의 위탁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것이다.

사.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목적 이외
의 목적을 위해 보유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전항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단지, 보유개인정보를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156) 개인정보의 부적정한 취급을 한 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의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하
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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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또는 본인에게 제공할 때
(2)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
서 보유개인정보를 내부에서 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보유개인정
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다른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
행정법인에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또한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
는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전 3호에 언급하는 경우 외에, 오로지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
구의 목적을 위해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본인 이외의 자
에게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게 본인에게 이익이 될 때, 기타 보유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③전항의 규정은 보유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유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의 이용을 특정한 부·국 또는 기관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제8조).
(1) 취지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특정한 이용목적 이외
의 목적을 위해 사용·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함으로써, 실시기
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목적 외 제공을 금지함과 동시에, 예외로서 일정한 적용제외
사유를 정한 것이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는, 당해 기관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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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에 대한 조치요청, 목적 외 이용 등
과 관련된 사항의 심사회 등에의 보고의무 및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
이나 제공에 있어서의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을 의무지우는 점도 있다.

(2) 해설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목적 이외의 목
적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
해 이용 또는 제공된 경우에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이용 등에 의한
불안·염려가 발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 외에서의 이용이나 제공
에 의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으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악용에 따른 본인의 프라이버시나 권리이익이 침해될 위
험성이 증가되게 된다. 이 때문에,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해서는 개별·구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관해서 신중하고
도 객관적인 판단을 행해야만 한다.
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개인정보를 그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
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지만,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사
무처리 등에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예외로서 목적
외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다.

가) 법령에 근거한 경우

이것은, 실시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때에,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개인정
보의 제공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법령해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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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공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법령상, 개인정보의 제공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제공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서는,
주민기본대장법 제9조와 같이 다른 실시기관에 법령에 근거한 통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령에 열람·종람의 규정
이 있는 경우에도, 보유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실시기관이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예컨대, 주민기본대장법 제11조에 있어서의 주민기본대장의 열람,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있어서의 선거인명부의 종람, 지방세법 제416조
에 있어서의 고정자산세과세대장의 종람, 토지구획정리법 제84조에 있
어서의 토지구획정리관계의 장부열람, 토지구획정리법 제84조에 있어
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의 종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령에 교부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제공을 거부할 수
는 없다. 예컨대 주민기본대장법 제12조에 있어서의 주민표의 복사교
부, 호적법 제10조에 있어서의 호적등·초본의 교부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지방세법 제72조의 63, 소득세법 제
234조 1항, 제248조 8호, 지방세법 제72조의 7, 제72조의 8 등의 법령
에 근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공의무
중, 개인정보의 범위는 각각의 근거법에 정해져 있는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된다. 예컨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한 수사의 경우 등에는,
당해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 및 장조의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개인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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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에 의해 제공의무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공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
공이 강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에 의해 개인
정보의 제공의무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2항, 생활보호법 제29조, 특별아동수당 등의 지급
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세범칙단속법 제1조 및 동법을 준용하는 지방
세법 제71조 등,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8조, 무차별대량살인행
위를 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을 들 수 있다.

나) 본인의 동의·본인에의 제공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나, 본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본인이 동의
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이용이나, 본인에 고나한 정보를 보인에게
제공하는 한, 본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실시기관이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 이용목적 이외
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이나 제
공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의를 얻는 것은, 본인으로부터 이루
어진 “승낙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실시기관이 인식하는 것을 말
하고, 동의의 취득방법은 본인의 동의와 관련된 판단을 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
이드라인”(2004년 10월 22일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고시 제4호, 2005
년 3월 30일 개정)에서는, 동의를 취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157)을 들고
157) 사례1) 동의하는 취지를 본인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으로 확인할 것.
사례2)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동의하는 취지의 신청서 등 문서를 수령하여 확
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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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시기관이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 가
지이지만, 본인에게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또한 그 때마다 본인으로부
터 “서면”으로 동의를 취득하는 것까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 내부이용

실시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목적 이외의 목
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 실시기관 이외의 행정기관 등에 의한 이용·제공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행정사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실
시기관이나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에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실시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용목
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재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시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국민(주민)에게 있어서 필요하면서,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
로부터 본인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국민(주민)이 불
이익을 입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에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법령에 정하는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또한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해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이용목적 이
사례3) 본인으로부터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수신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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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제공을 인정할 것이 필요하다.

마) 통계의 작성

통계의 작성에 관해서는, 다른 제도와의 조정규정으로서 통계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취득이나 이용을 관련법의 적용제외로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에 관하여 적용제외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작성에 관해서는 공공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목적외
이용·제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단지 당해 통계작성에 관해 어떠한
공익성·유용성·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연도말에 있어서
의 예산소화를 위해 아무 필요성도 없고 당해 통계를 장래에 이용할
예정도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통계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지 통
계작성을 목적으로 할뿐이라는 이유로 목적 외 이용을 인정하는 취지
는 아니다.

바) 학술목적연구

학술연구목적에서의 이용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대학 기
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그러한 것에 속하
는 자 : 학술연구용에 제공할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 1항 3호)으
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업자에 관해서는, 법의 의무규정
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이나 개인정보보호조례 등 공적 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령이 정하는 의무규정의 적용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공립병원의 의사가 학회에서 새로운 병력보고
를 하는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용목적으로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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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또한 본인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술
연구목적으로 보유개인정보의 이용으로서 학회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
는 경우가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동의(informed consent)
가 원칙이므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형태로
이용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동의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암환자로서 본인에게는 암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암 관계의 학회에서 증상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본인에게 고지하여 승낙을 얻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학술
또는 의료현장에 있어서의 윤리성에 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당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이용이 이루어진 시점에
서 통상 승인되어 있는 윤리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 본인의 이익·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란, 본인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할 필
요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게 본인
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
공하는 것을 본인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교
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의식불명의 본인에 관해, 그 혈액형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당해 정보를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등을 들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익성이나 긴
급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기관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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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등에 관한 사전통지
①행정기관(회계검사원을 제외. 이하 이조,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동일)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려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총무대신에 대해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동일하다.
(1)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당해 행정기관의 명칭 및 개인정보파일이 이용에 제공되는 사
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이용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항목(이하, “기록항목”이라 함) 및 본인
(다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하지 않고서 검색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다음 항 제9호에서 동일)으로서 개인정
보파일에 기록된 개인의 범위(이하 “기록범위”라고 함)
(5)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개인정보(이하, “기록범위”라고 함)의
수집방법
(6)기록정보를 당해 행정기관 이외의 자에게 경상적으로 제공하
는 경우에는, 그 제공처
(7)다음 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록항목의 일부 또는 제5
호 또는 전호에 언급한 사항을 개인정보파일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 때,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파일부에 기재하지
않을 것으로 한 때에는, 그 취지
(8)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수리하는 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9)제2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에는
그 취지
(10)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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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다음에 언급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해서는 적용
하지 않는다.
(1)국가의 안전,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범죄의 수사,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범죄사건의
조사 또는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해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개인정보파일
(3)행정기관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로서, 오로지 인사, 급여 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또는 이러한
것에 준한 사항을 기록한 것(행정기관이 행하는 직원책용시험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포함)
(4)오로지 시험적인 전자계산처리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파일
(5)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기
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로서, 그 이용목
적, 기록항목 및 기록범위가 당해 통지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의
범위 내의 것
(6)1년 이내에 소거하게 될 기록정보만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7)자료 기타의 물품 또는 금전송부 또는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위해 이용하는 기록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로서, 송부 또는
연락상대방의 성명, 주소 기타 송부 또는 연락에 필요한 사항만
을 기록한 것
(8)직원이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 발의에 근거하여 작
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개인정보파일로서, 기록정보를 오로지 당
해 학술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
(9)본인의 수가 정령으로 정하는 수를 충족하지 못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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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3호로부터 전호까지에 언급한 개인정보파일에 준하는 것으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11)제2조 제4항에 언급한 개인정보파일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통지한 개인정보파일
에 관해서, 당해 행정기관이 그 보유를 그만 둔 때, 또는 그 개인정
보파일이 전항 제9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총무대신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제10조).

(1)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지

본조는 법운용의 통일성,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을 행하는
관점에서,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행정기
관의 장이 총무대신에게 사전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할 것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유가 개시된 시점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
한 시점으로서, “사전에”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기 전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정보파일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무처리 상의
명칭이 붙여지지만, 이용에 제공되는 사무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명
확하도록 하는 명칭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파일의 이용목
적”은 개인정보의 보유 제한 등이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파일이 어떠한 업무에 이용되는 것인가를 국민
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기록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기록항목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
별, 급여액, 면허연월일 등과 같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될 필요
가 있으며, “기록범위”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본인의 범위를 말하
는 것으로서, 「oo의 면허를 접수한 자」등, 기재에 있어서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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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 관한 정보가 그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경상적으로 제공한다”란, 일정한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 일정 기간마다 제공하는 경우, 부정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의뢰가 있으면 반드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그
제공처에 대해서는 개개의 구체적인 명칭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둔 것은, 법운용의 통일성, 법적합
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총무대신이 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령으로 ①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개시의 예정연월일, ②기타 총무대신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
다.

(2) 사전통지의 적용제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중에는 국가의 안전 등과 관련
된 것 등, 상당히 비밀성이 높은 것이나, 단기간에 소거되어야 할 것
등 새로 통지할 필요성이 적인 것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파일에 관해서는 사전통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다.

가) “국가의 안전158), 외교상의 비밀159)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160)
158) “국가의 안전”이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토, 국민, 통치체제가 침해되지 않고 평화롭
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 즉 국가로서 기본적인 질서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
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침략 및 간접침략에 대해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것, 국
민의 생명이 국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국가의 존립기반으로서의 기본적인 정
치방식 및 경제·사회질서의 안정이 유지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방에 관
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59) “외교상의 비밀”이란, 대외관계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그 내용이 누설됨으로
써, 예컨대 ①국가의 안전이 침해되거나, ②상대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③교섭
상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며, ④위와 같은 염려가 있을 것 등, 이것이 누설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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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이란, 그 성질상 아주 비밀성이 높은 것으로서, 이
러한 것에 관한 정보의 존재나 그 내용이 관계자 이외에 대해
알려짐으로써, 국가의 안전,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은 그 존재 자체 및 그 내용에 관해 알 수 있는 관
계자를 가능한 한 적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성질상 본래적
으로 사전통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전통지의 적용
제외로 한 것이다.

나)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등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직무를 적정
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는 정보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
이므로, 본래적으로 사전통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을 위해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개인정
보파일에 관해 사전통지의 적용제외로 한 것이다.

다) 행정기관의 직원의 인사, 급여 등 행정기관의 내부관리를 위한
정보에 관해서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것161)이고, 사용자로
서의 국가(행정기관)와 피용자로서의 직원과의 관계에 근거한
내부적인 정보인 점, 그리고 그 존재 및 이용방법도 일반적으로
당사자인 직원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사전통지의 적용
록 주도면밀한 주의 하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
160)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국가의 안전, 외교상의 비밀에 필적할만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인 이익 중, 공안이나 치
안과 관련된 중요한 것, 외환관리, 재정금융정책이나 통상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으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161)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학력, 시험 및 자격, 근무기록, 직무에 관해 받은 표창
등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는 급여, 부양수당, 조정수당 등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는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에 준하는 사
항”으로서는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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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로 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하는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은 불합격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
한 것은 행정기관의 직원과 관련된 파일은 아니지만, 직원채용
을 위해 합격자에 관한 정보와 일체로서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직원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한 것이다.

라) 행정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여 본래의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계산기처리시스템에 관한 시험162)을 행하기 위해 개
인정보파일을 작성,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오로지 전자
계산기처리의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은 ㉮이에 근
거하여 본래의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곳에
제공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점,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
고, 또한 계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이익침해의 염려
가 적은 것으로서 사전통지의 적용제외로 한 것이다.

마) 이미 사전통지를 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기록정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복사본을 작성하여 작업용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사
고 등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작성, 보유하는 경우(백업) 등에
있어서, 그 이용목적, 기록항목 및 기록범위가 당해 통지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동일한 것을 재차 별도의 개인정보파일도서 사전
통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전통지의 적용제외로 하
였다.

162) “시험적(試驗的)인 전자계산기처리”란, 전자계산기처리시스템의 동작의 정상성(正常
性) 등을 시험하기 위한 전자계산기처리를 말하며, 본래의 사무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시스템정비에 앞서서, 일부 지역을 한정하여 시스
템운용을 행하는 경우이더라도, 당해 개인정보파일에 근거하여 실제의 사무가 행해지
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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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년 이내에 소거할 것으로 된 기록정보만을 기록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단기간에 소거되므로, 누설이나 이용목적 이외의 이용·
제공 등의 염려도 적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사전통지의 사무처
리에 필요한 부담도 고려하여, 사전통지의 적용제외로 하였다.

사) “자료 기타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란, 서적, 문서, 금전(계좌이
체를 포함) 등의 송부를 말하는 것이며,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
란,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화연락 등을 말한다. 또한 “기타
의 송부 또는 연락에 필요한 사항”이란 우편번호, 전화번호, 연
락처, 송부부수 등 송부 또는 연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러나 사항들은 개인의 권리이익의 침
해염려도 적다는 점에서, 사전통지의 적용제외로 한 것이다.

아)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연구기관 등에서의 자발적인 학술연구를 위해 작성 또는 취득된
것이지만, 자발적인 학술연구에 관해 총무대신에 의한 사전조종
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사전통지의 적용제외로 한 것이다. 따
라서 여기에는 자발적인 학술연구를 위해 작성되는 것인 한, 공
동연구와 같이 복수의 직원에 의해 작성된 개인정보파일도 여기
에 포함된다.

자) 본인의 수가 일정 수 미만의 소규모적인 개인정보파일에 관해서
는, 개인의 권리이익의 침해에 관한 피해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
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매뉴얼(수작업)처리와 관련
된 개인정보파일과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의 적
정과 원활한 운영을 고려하여 사전통지의 적용제외로 한 것이
다. “정령으로 정하는 수”에 관해서는 전자계산기처리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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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보호의 필요성과 실제의 사무처리 상의 요청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제5조에서 1000명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인가의 여부는, 그 이용목
적이나 개인정보의 내용,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검색가능한 본인의
수가 1000명 이상으로서 본래 1개의 개인정보파일로 간주되는
것을, 복수의 자기테이프 등에 분산하여 각각의 자기테이프 등
에 기록된 본인의 수가 100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
당되지 않고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3)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를 그만 둔 때의 통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를 그만 둔 때”란, 개인정보파일 그 자체를 폐
기한 때,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모든 것을 소거(익명화를
포함)한 때를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본인의
수가 정령으로 정하는 1000명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개인정보
파일에 관해 통지 후에, 1000명 미만에 이르게 된 때에는, 개인정보파
일의 보유를 그만 둔 때와 동일하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자. 개인정보파일부의 작성 및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 각각 전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언급한 사항,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제3항에서「개인정보파일」이라고 함)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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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다음에 언급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해서는 적용
하지 않는다.
㉮전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언급한 개인정보파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기
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로서, 그 이용목
적, 기록사항 및 기록범위가 당해 공표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의 범
위 내인 것
㉰전호에 언급한 개인정보파일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
하는 개인정보파일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록항목의 일부 또
는 전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언급한 사항을 개인정보파일부
에 기재하거나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파일부에 게재함으로
써,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무의 성질 상,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록항목
의 일부 또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개인정보파일을 개
인정보파일부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제11조).
(1) 개인정보파일부의 작성 및 공표

개인정보파일부를 작성, 공표하는 취지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
인정보파일에 관해, 그 존재 및 개요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도모하고,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이용목적마다의 보유개인정보의 적정
한 관리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본인이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실
태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파일의
작성방법, 공표방법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통일되어야 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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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령으로 개인
정보파일부의 작성시기나 공표방법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공표방법
에 관해서는 사무소에 비치,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이외에, 인
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7조).
개인정보파일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총무대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 중, 동
조 제1항 제7호163) 및 제10호164)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것에 더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는, 구
체적으로 정령으로 ①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또는 매
뉴얼(수작업)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별, ②이미 개인정보파일부를
작성하여 공표한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작성에 있
어서, 그 입력표 또는 출력표를 매뉴얼(수작업)처리파일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8조).

(2) 개인정보파일부에의 기재의 적용제외

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언급한 개인정보파일

총무대신에의 사전통지를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
일부의 작성 및 공표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다. 단지 제10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인 매뉴얼(수작업)처리파일에
관해서는,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에 비해서 개인의 권
리이익침해의 염려가 적다는 점에서, 사전통지의 적용제외로 하고 있
163) 기록항목의 일부, 기록정보의 수집방법 또는 기록정보의 경상적 제공처를 개인정보파
일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나, 개인정보파일 그 자체를 개인정보파일부에 기재하지 않
는 경우인 점에서, 개인정보파일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서 제외하였다.
164)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개시의 예정연월일 등을 상정
하고 있으며, 오로지 총무대신이 법적합성, 법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통지
를 받은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파일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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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해서, 그 존재 및 이용
실태를 가능한 한, 국민에게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파일
부를 작성, 공표할 것으로 한 것이다.

나) 이용목적, 기록항목 및 기록범위가 당해 공표의 범위 내인 경우,
동일한 것을 재차 별도의 개인정보파일로서 공표할 필요가 없다는 점
에서, 적용제외로 한 것이다. 즉 이미 개인정보파일부를 작성하여 공
표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기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본
을 작성,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고 등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작성, 보유하는 경우(백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에 관해서는, 제10조 제1항에
의해 총무대신에의 사전통지대상으로 되지만, 당해 개인정보파일에 기
록된 기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로서 “그 이
용목적, 기록항목 및 기록범위가 당해 통지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의
범위 내의 것”에 관해서는,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총무대
신에의 사전통지의 대상 외이기 때문에,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부의 작성과 공표를 요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본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개인정보파일부의 작성과 공표를 요
하지 않는 것은 총무대신에의 사전통지를 요하지 않는 매뉴얼(수작업)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기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로서, “그 이용목적, 기록항목 및 기록범위가 당
해 공표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의 범위 내의 것”을 상정하고 있다.

다) 이미 개인정보파일부에 기재하여 공표한 전자계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에 부수하는 매뉴얼(수작업)처리파일에 관해서, 중첩적으
로 개인정보파일부를 작성하여 공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적용제
외로 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정령으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9조).

- 374 -

(3) 개인정보파일부의 일부불기재

기록항목의 일부, 기록정보의 수집방법 또는 기록정보의 경상적 제
공처를 개인정보파일부에 기재하거나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
파일부에 게재함으로써,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무의 성질상, 당해 사무
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록항목의 일부 또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파일부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당
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란, 판단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위임하는 취
지가 아니고, 본 요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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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보주체의 권리
1. 공시청구
①누구든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당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자기를 본인으로 하는 보유개인정보의
공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청구(이하 “공시청구권”이라 함)를 할
수 있다(제12조).

가. 공시청구권(제1항)

공시청구권제도는, 개인이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확성이나 취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제도이다.
이것은, 공시청구구권의 근거규정이고, 공시청구권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률이 정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누구든지”에
는 일본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며, “행정기관의
장”은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비록, 요구한 보유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공시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공시청구서
를 수령하기 전에 요구한 보유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
를 알리고, 관계되는 다른 행정기관이 판명되면, 그 창구를 알려주는
등 적절한 정보제공을 행하게 되지만, 한편 요구한 보유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공시청구가 이루어지면, 공시
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공
시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제18조 제2항)이 행해지게 된다. 한편 공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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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리하는 사무는, 위임할 수 있으므로(제46조), 위임이 있은 경우
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수임직원에 대해서 공시청구를 행하게 된다.
공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는 “자기를 본인으로 하는 보유개인정
보”뿐이므로, 자기 이외의 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록 배우자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를 본인
으로 하는 보유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재판, 형의 집행
등과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공시청구의 적용제외가 된다.

나.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공시청구권(제2항)

공시청구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당해 본인에 대해 보유개인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한, 일반적으로 대리청구
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고, 또한 광범위하게 대리청구를 인정하는 것
은, 본인의 권리이익보호를 흠결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성년피후견인과 같이 본인 스스로 공시청구를 하
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는 자(민법 제4조)이고, “성년피후
견인”이란,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
한 상황에 있는 자로서, 법정의 절차에 수반하여 가정재판소에서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민법 제7조)를 말한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
와 달리, 본인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의무는 있어도, 대리행
위에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공시청구도 본인의 의사와 독립하여
행할 수 있다. “본인을 대신하여”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성
년피후견인인 본인의 보유개인정보에 관해 개시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본인이 개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법정대리인에게 공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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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본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제14조 1호).

다. 공시청구의 절차
①공시청구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해서 해야 한다.
(1)공시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
②전항의 경우에, 공시청구를 하는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
해,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본인인 사항(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청구에 있어서는,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
보의 본인의 법정대리인인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시청구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시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시청구자에 대해 보
정의 참고가 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3조).

(1) 공시청구의 서면주의(제1항)

공시청구권의 행사라는 중요한 법률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해, 공시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의 제출은 행정기관
의 청구를 접수하는 창구에 지참하여 행하는 외에, 공시청구서면을 송
부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단지 팩시밀리에 의한 제출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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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확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
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등 절차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
한 시스템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시청구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
러한 기재사항을 흠결할 경우에는, 부적법한 공시청구가 되며, 제18조
제2항에 의한 불공시결정을 행하게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공시청구자
에 대해 흠결된 사항에 관해 기재하도록 하는 보정에 관한 규정(본조
제3호)을 두고 있다. 또한 공시청구서에 당연히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서, 공시청구를 하는 곳인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및 본법에 근거한 공
시청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 일
본어로 기재해야 한다.

가)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의 직원이 당해 기재에서 공시청구자가 청구
하는 보유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
분하고, 청구된 개인정보가 특정된 것으로 취급된다. 특정방법에
관해서는 청구하는 보유개인정보의 내용 등에 의해 다르지만,
개인정보파일이나 행정문서의 명칭, 개인정보의 보유에 관한 사
무사업의 명칭, 기록항목, 취득(작성)시기, 담당기관명 등을 적절
하게 구성하여 표시하게 된다.

나) 개별구체적인 공시청구사안에 있어서의 보유개인정보의 특정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컨대, 「자신
의 ooo에 관한 정보」와 같이 기재된 공시청구서에 관해서는,
「oo」이라는 사항의 구체성의 정도에도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는 관련성의 정도에는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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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할 것인지 기재에 의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이
불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oo(행정기관 또는 그 하부조직)
이 보유하는 자신에 관한 보유개인정보」와 같이 기재된 공시청
구에 관해서도 보유개인정보의 범위는 관념적으로는 일응 명확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활동은 다양하므로, 행정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개인정보의 양 등에 비추어 본법의 공시
청구권제도상으로는 특정이 불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국민은 공시를 청구하는 보유개인정보가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알지 못하며, 정확한 표시를 하기 위한 정
보를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므로, 공시청구를 하
고자 하는 자가 용이하고, 정확하게 청구하는 보유개인정보를
적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개인정보의 특정에 도
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참조). 보유개인
정보가 기록된 매체에 관해 정보공개법에 의한 행정문서파일관
리부상의 행정문서파일(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행정문서의 파일)의 명칭 또는 개인정보파일(제11
조)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의 인용이나 이에 한정을 가함
으로써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노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본인확인(제2항)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잘못하여 타인에게 공개되면, 본인은 예측하지
못한 권리이익에 대한 침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항에
서는, 공시청구를 함에 있어서 개시청구자가 본인이라는 점(법정대리
인에 의한 공시청구에 있어서는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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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제
출할 것으로 하였다.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1조).

(3) 공시청구서의 보정(제3항)

“공시청구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을 때”란,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외에, 보유개인정보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의 기재
가 불충분하여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시청구서가 일
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성명, 주소 등의 고유명사 또
는 외국어표기의 행정문서의 명칭 등으로서, 본래 외국어로 기재된 경
우를 제외)나 본인확인 서류의 제시 등이 없는 경우에도 “형식상의 불
비”에 해당된다.
공시청구의 대상이 보유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
개인정보가 공시청구의 대상 외인 경우에는 “형식상의 불비”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시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유개인정
보는 청구의 본질적 내용이며, 그 변경은 공시청구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
다.

보정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상당한 기간”
은 행정절차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동일하며, 당해
보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고, 별개의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간을 경과하여 공시청구서의 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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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공시청구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는 취지
의 결정을 하게 된다.

보정에 관한 규정은, 주로 보유개인정보의 특정이 불충분한 경우에
관한 행정기관의 대응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다. 보유개인정보의 특정
은 공시청구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공시청구자가 하는 것이지만, 현실
적으로는, 공시청구자가 보유개인정보를 특정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
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참고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시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용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보정에 참고가 되는 정보”로서는, 예컨대
보유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이나 행정문서의 명칭, 기
록된 정보의 개요 등을 알려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방법으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면 충
분하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라. 공시청구의 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시청구가 있은 때에는,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
유개인정보에 다음 각호에 언급하는 정보(이하 “불공시정보”라고
함)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시청구자에
대해, 당해 보유개인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공시청구자(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공시청구를 하는 경우에
는, 당해 본인을 말함. 다음 호 및 제3호, 다음 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에서 동일)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해할 염려가 있
는 정보
(2)공시청구자 이외의 개인에 관한 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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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공시청구자 이외의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것(다른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공시청구자 이외
의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을 포함) 또는 특정한 공
시청구자 이외의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공시를 함으로
써, 공시청구자 이외의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것.
단지 다음에 언급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법령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시청구자가 알 수 있거나,
또는 아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정보
㉰당해 개인이 공무원 등인 경우에, 당해 정보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 중, 당해 공무원 등의 직 및 당
해 직무수행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
(3)법인 기타 단체(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
독립행정법인을 제외. 이하 이 호에서 “법인 등”이라 함)에 관한
정보 또는 공시청구자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
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언급한 것. 단지 사람의 생명, 건강, 생
활, 또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제외.
①공시함으로써, 당해 법인 등 또는 당해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
②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의로 제공
된 것으로서, 법인 등 또는 개인에게 있어서의 통례로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기타 당해 조건을 붙이는 것이 당해 정
보의 성질,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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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할 염려, 다른 국가 또는 국제
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염려 또는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관
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
한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공시함으로써, 범죄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형의 집행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행정기
관의 장이 인정한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의 내부 또는 상호간에 있어서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
보로서, 공시함으로써 솔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훼손될 염려, 부당하게 국민 간에 혼란이 발생할 염려,
또는 특정한 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것
(7)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시함으로써, 다음에
언급하는 염려 기타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 사무 또
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것
①감사, 검사, 단속, 시험 또는 조세부과 또는 징수와 관련된 사
무에 관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곤란하게 할 염려 또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염려
②계약, 교섭 또는 쟁송과 관련된 사무에 관해 국가, 독립행정법
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행정독립법인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할 염려
③조사연구와 관련된 사무에 관해 그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할 염려
④인사관리와 관련된 사무에 관해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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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초래할 염려
⑤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독립행정법인 등 또
는 지방독립행정법인과 관련된 사업에 관해 그 기업경영상의 정당
한 이익을 해할 염려(제14조)
(1) 개설

가) 공시·불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

공시청구권제도는 개인이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개정정보의 정확성이나 취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법에서는, 불공시정보 이외에는 공시를 해야 할 의무를 부
담한다는 원칙적인 공시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본인이나 제3자, 법
인 등의 권리이익이나 국가의 안전, 공공의 이익 등도 적절하게 보호
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에 대해서 공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법에서는 공시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보를 불공시정
보로서 가능한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 이러한 불공시정보가 포
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를 공시하게 하
고 있다.

나) 불공시 정보의 유형과 구성

불공시 정보는 보호해야 할 이익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이며, 어떤 정
보는 복수의 불공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
정보를 공시할 경우에는 본조의 불공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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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시 정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의 불공시 정보의 구성
에 준거하고 있다. 즉 다양한 정보에 관해 가능한한 명확하고 실질적
인 판단에 의해 공시되도록 하기 위해 불공시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
는 정보의 유형(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에 관한 정보, 국가의 안전 등
에 관한 정보,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 심의검토중에 있는 정보,
사무사안에 정보) 별로 정성적인 지장의 유무 등을 규율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다) 심사기준의 책정

보유개인정보의 공시·불공시의 결정은, 공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본조에 규정된 불공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
으로써 한다. 공시결정 등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신청에 대한 처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근
거하여 심사기준을 책정하고, 공적으로 하는 조치를 적절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책정에 있어서는, 직원이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해야 함은 물론, 국민이 공시결정 등에 관해 사전에 예상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으로 해야 한다.

(2) 제1호 및 제2호

공시청구제도는, 본인에 대해서 당해 본인에 관한 보유개인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며, 통례적으로는 본인의 권리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시가 반드시 본인의 이익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불공시로 할 수 있다는 것
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진료기록카드에 관한 공시의 경우,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가 있었다는 생각에서 상당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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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病狀) 등을 공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한편, 환자의 정신상태,
병상의 진행상태 등에서 공시가 병상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와 같이, 학대에 관한 고발 등
이 아동 본인에 관한 정보를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공시청구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에 관한 보유개인정보라는 것을 이유
로 일률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시의무를 과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호가 적용되는 국면은, 공시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그 운용에 있어
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시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 중에 본인 이외의 제3자(개인)의 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3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에게 공시
함으로써 당해 제3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점에서, 제3자
에 관한 정보는 불공시정보로 하고 있다.

(3) 제3호

가) 법인 기타의 단체(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
독립행정법인 을 제외)에 관한 정보

○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의 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
교법인 등의 민간법인 외에, 정치단체, 외국법인이나 법인은 아
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된다. 한편, 국가, 독립행정법
인,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에 관해서는 그 공적 성격
에 비추어 법인 등과는 다른 공시·불공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본 호에서 제외하고 그 사무 및 사업과 관련된 불공시
정보는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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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타 단체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조직이나 사업에 관
한 정보 외에 법인 등의 권리이익에 관한 정보 등 법인 등과 관
련성을 갖는 정보를 지칭한다.

나)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3호 단서)

이것은, 당해 정보를 불공시로 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인 등 또는 사업
을 영위하는 개인의 권리이익과, 이를 공시함으로써 보호되는 생명,
건강 등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회
할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람
의 생명, 건강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장래에 침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 당해 법인 등 또는 당해 개인이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
한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

“권리”에는 신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등,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 전체를 포함한다.
“침행할 염려”가 있는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법인 등 또는 사업을 영
위하는 개인은 다양한 종류, 성격을 소유한 자가 있으며, 그 권리이익
도 다양한 것이 있으므로, 법인 등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성격
이나 권리이익의 내용, 성질 등에 따라 당해 법인 등 또는 사업을 영
위하는 개인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 또는 사업을 영위하
는 개인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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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의로 제공된 정보

법인 등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공시하지 않는다는 조
건하에서 임의로 제공된 정보에 관해서는, 당해 조건이 합리적인 것이
라고 인정되는 한, 불공시 정보로서 보호하려는 것이며, 정보제공자의
신뢰와 기대를 기본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법이나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공시청구
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3자에 대해서 당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특정한 행정목적 이외의 목
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보제공을 받는 경우도 포함
된다.
공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의 합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의 성질에 따라, 당해 정보제공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
단하지만, 필요에 의해 그 후의 변화도 고려한다는 취지이다.

(4) 제4호

국가의 안전, 다른 국가와의 신뢰관계 및 일본국의 국제교섭 상의 이
익은 국민전체의 기본적인 이익이며, 그러한 국가의 안전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는 불공시 정보로 한다.

가) 국가의 안전이 침해될 염려

“국가의 안전”이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토, 국민 및 통치체제가 침
해되지 않고 평화롭고 평온한 상태로 보존되는 것, 즉 국가로서의 기
본적인 질서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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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및 간접침략에 대해 독립과 평화가 유지되는 것, 국민의 생명이
국외로부터의 위협에서 보호되는 것, 국가의 존립기반으로서의 기본적
인 정치방식, 경제, 사회질서의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반드
시 국방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염려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관(다른 국가 등)으로는 일본 국가가 승인하
지 않은 지역, 정부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것(각국의 중앙은행 등), 외
국의 지방정부 또는 국제회의 기타 국제협조의 범위와 관련된 조직(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사무국을 포함한다.
다른 국가 등과 “신뢰관계를 훼손할 염려”란, 다른 국가 등과의 사이
에 있어서, 상호신뢰에 근거하여 유지되고 있는 정상적인 관계에 지장
을 줄 염려를 말한다. 예컨대 공시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결정, 또는
국제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되고, 다른 국가 등의 의사에 일방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되며, 다른 국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일본 국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 염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공시를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이 침해될 염려, 다른 국가와의 신뢰관
계가 훼손될 염려, 다른 국가와의 교섭상 불이익을 입게 될 염려가 있
는 정보에 관해서는, 일반의 행정운영에 관한 정보와는 달리, 그 성질
상, 공시·불공시의 판단에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점, 국가의
안정보장 상 또는 대외관계상의 장래 예측으로서의 전문적·기술적 판
단을 요하는 점 등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 관해

- 390 -

서는, 사법심사의 경우에는, 법원은 본 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행정기관의 장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
단이 합리성을 갖는 판단으로서 허용되는 한도 내의 것인가(상당한 이
유가 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5) 제5호

국가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기본적 이익이며, 형사법의 집행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것에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관해 불공시 정보
로 하고 있다.

가)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 : 범죄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및 형의 집행으로 대표되는 형사법의 집행을 중심으로 한 것.

형사소송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임검, 수색, 압수, 고발 등이 규정
되고, 범죄예방·수사와도 관련되며,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생
각되는 범칙사건의 조사, 독점금지법 위반에 관한 조사 등이나, 범죄
예방·수사에 밀접하게 관련된 파괴단체(무차별대량살인행위를 한 단체
를 포함)의 규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스토커 등의
규제, 강제퇴거절차에 관한 정보로서, 공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
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공
시를 함으로써, 테러 등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불법한
침해나 특정한 건조물 또는 시스템에 대한 불법한 침해·파손 등을 초
래할 염려가 있는 등, 범죄를 유발하거나 또는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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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염려가 있는 정보나 피의자·피고인의 조치·구류에 관한 시설보안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정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풍속영업 등의 허가, 전염병예방, 식품·환경, 약사 등 위생감
시, 건축규제, 재해경비 등, 일반적으로 공시하더라도 범죄예방, 진압
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행정경찰활동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
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제7호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불공시

정보의 규정에 의해 공시·불공시로 판단되게 된다.

나) 염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

공시함으로써, 범죄예방, 진압, 수사 등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공시·불공시
의 판단에 범죄 등에 관한 장래 예측으로서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구하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
와 동일하게,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여기의 정보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에 관한 행정기관의 장의 1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합리
성을 갖는 판단으로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 있는가(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6) 제6호

행정기관으로서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의사결정 전의 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은 가능한 한 공시 가능한
정보는 공시한다는 관념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거기에서, 공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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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의 유무 및 정
도를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불공시로 된 정보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가)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국가의 기관으로는, 국회, 내각, 법원 및 회계검사원 및 이에 속하는
기관이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국가의 기관 등)에 관해서, 각각의 기관의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에 있어서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
가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기관 등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결정에 이르
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예컨대 구체적인 의사결정의 전단계로서의 정책
등의 선택지에 관한 자유토의와 같은 것부터, 일정한 책임자의 단계에
서의 의사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나 회합, 재결을 전제로 한 설명
이나 검토, 심의회 등 또는 행정기관이 개최하는 유식자 등을 포함한
연구회 등에 있어서의 심의나 검토 등, 다양한 심의,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검토 또는
협의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나) 부당하게 국민 간에 혼란을 발생시킬 염려

성숙되지 않은 정보나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정보 등을 공시함으로써 오해나 억측을 초래하여 부당하게 국민 간에
혼란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적정한 의사결정을 행하
는 것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공시됨으로써 국민에 대
해 부당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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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은 심의, 검토 등 도중의 단계의 정보를 개시할 필요성을 고
려하더라도, 적정한 의사결정의 확보 등에 대한 지장을 간과할 수 없
을 정도의 것을 말한다. 예상되는 지장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
한 판단은 당해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공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불
공시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심의, 검토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국가의 기관 등으로서의 의사결정이 이루
어진 후에는, 일반적으로는 당해 의사결정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게 된다는 점에서, 본호의 불공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
다고 생각되지만, 당해 의사결정이 전체로서 하나의 정책결정의 일부
의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당해 의사결정을 전제로서 다음의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등 심의, 검토 등의 과정이 중층적, 연속적인 경우에는
당해 의사결정 후라고 하더라도, 정책 전제의 의사결정 또는 다음의
의사결정에 관해 본호에 해당되는지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7) 제7호

국가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
인(국가의 이관 등)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를 불개시정보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기
관 등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광범위하며 또한 다양하고, 공시를
함으로써 그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사무 또는 사업
에 관한 정보를 사항적으로 모두 열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그 실익도 궁핍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
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시를 함으로써 그 적정한 수행
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용이하게 예상되
는 것을 “다음에 언급하는 염려”로서 ①부터 ⑤까지 예시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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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러한 것 이외에 관해서는 “기타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
상,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에 언급하는 염려, 기타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것”

예시적으로 ①부터 ⑤까지 열거하고 있는 “염려”로서 언급한 것은,
각 기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그
성질상, 공시함으로써 그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형적인 지장을 열거한 것이다. 이러한 사무 또는 사업 이
외에도 동종의 것이 반복되는 성질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어떤 개
별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면, 장래의 동종의 사무 또
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것 등, “기타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
을 미칠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지장”의 정도는 명목적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것이 요구
되며, “염려”의 정도도 단순한 확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연성이 요구된다.

② 감시, 검사, 단속, 시험, 또는 조세부과 또는 징수와 관련된 사무
에 관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곤란하게 할 염려 또는 부당한 행위
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염려

○ 감시는 주로 감찰적 견지에서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 및 재산상
황의 정부(正否)를 조사하는 것
○ 검사는 법령의 집행확보, 회계경리의 적정확보, 물자의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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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증명 등을 위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것
○ 단속은 행정상의 목적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해 적법, 적정한 상황을 확보하는 것
○ 시험은 인간의 지식, 능력 등 또는 물건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
○ 조세에는 국세, 지방세가 있으며, 부과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
체가 공조공과를 특정한 사람에게 할당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 등의 사무는, 모두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실에 근거
하여 평가, 판단하여 일정한 결정을 수반하는 사무이다. 이러한 사무
에 관한 정보 중에는, 예컨대 감사 등의 대상, 실시시기, 조사사항 등
의 상세한 정보와 같이, 사전에 공시하면, 적정하고 공평한 평가나 판
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파악이 곤란하게 되거나, 행정객체에 있어서의
법률위반행위 또는 법률위반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타당성을 결여하
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모하게 행함으로써 은폐를 하는 등의 염려가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정보에 관해서는 불공시로 하는 것이다. 또
한 사후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감사내용 등의 상세에 관해 이를 공시
하면, 앞으로의 법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시사하게 되는 것은 해당될
수 있다.

③ 계약, 교섭 또는 쟁송과 관련된 사무에 관해,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할 염려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일
방의 당사자로 되는 계약 등에서는 자기의 의사에 의해 또는 소송절
차상,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약 등에 관한 정보 중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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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용지취득의 교섭방침이나 용지매수계획안을 공시함으로써, 적정
한 가격으로 계약이 곤란하게 되고, 재산상의 이익이 훼손되거나, 교
섭이나 쟁송 등의 대처방침 등을 공시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인정되는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관
해서는 불공시로 한 것이다.

④ 조사연구와 관련된 사무에 관해, 그 공정하고 능률적인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할 염려

국가 기관 등이 행하는 조사연구(어떤 사항에 대한 조사, 진리를 탐
구하는 것)의 성과에 관해서는, 사회, 국민 등에게 골고루 환원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직원이 그 발상·창
의 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사연구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 중에는, 예컨대 ①지적 소유권
에 관한 정보, 조사연구중에 있는 정보 등으로, 일정한 기일 이전에
공시함으로써 성과를 적정하게 넓게 국민에게 제공하는 목적을 훼손,
특정한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것, ②시
행착오의 단계에 있는 정보로서, 공시함으로써 자유로운 발상, 창의나
연구의욕이 부당하게 방해되거나 감퇴되는 등, 능률적인 수행을 부당
하게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불공시로 한 것
이다.

⑤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무에 관해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확보에 지
장을 줄 염려

국가기관 등이 행하는 인사관리(직원의 임면, 징계, 급여, 연수 기타
직원의 신분이나 능력 등의 관리에 관한 것)과 관련된 사무는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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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조식으로서의 유지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일정한 범위에서 당해
기관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다.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
중에는, 예컨대, 근무평정이나 인사이동, 승격 등의 인사구상 등을 공
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확보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불공시로 한 것이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과 관련된 사업에 관해 그 기업 경영상의 정당
한 이익을 해할 염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
방독립행정법인과 관련된 사업에 관련한 정보에 관해서는 기업경영이
라는 사업의 성질상, 본조 제3호의 법인 등에 관한 정보와 동일한 입
장으로서, 기업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불공시로 한 것이다. 단지 정당한 이익내용에
관해서는 경영주체, 사업의 성격,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으
며, 정보의 불공시의 범위는 동호의 법인 등과는 당연히 다르며, 보다
좁게 될 경우가 있다.

2. 정정청구
가. 정정청구권
①누구든지, 자기를 본인으로 하는 보유개인정보(다음에 언급하는
것에 한한다. 제36조 제1항에서 동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유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당해 보유개인정보의 정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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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삭제를 포함. 이하 동일)을 청구할 수 있다. 단지 당해 보유
개인정보의 정정에 관해 다른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의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시결정에 근거하여 공시한 보유개인정보
(2)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안이 이송된 경우에, 독립행정
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시결정에 근
거하여 공시한 보유개인정보
(3)공시결정과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로서, 제25조 제1항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 공시한 것
②미성년자 또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이하 “정정청구”라고 한다)를 할 수 있
다.
③정정청구는 보유개인정보의 공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37조).
본조는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
위 등에 의해 본인이 권리이익에 대해 불측의 침해를 받는 것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공시결정에 근거하여 공시를 한 보유개인
정보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것이다.
본법의 정정청구권의 대상은,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보유개인정보의
전부가 아니라, 본법 등의 공시결정에 의해 자기를 본인으로 하는 보
유개인정보로서 공시한 범위가 확정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의 관점에서 대상이 되는
보유개인정보를 명확하게 하고, 절차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다.
본법의 공시결정과 관련된 것이면,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 공시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공시한 범위는 확정된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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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조는, 제5조의 “정확성의 확보”의 취지를 실효성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
될 때”에 한정하고 있다. 정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정에는 추가 또는 삭제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잘못
을 바르게 하는 것, 정보가 낡아서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새롭게
하는 것,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 부족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개인정보의
정정에 관해, 다른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의해 특별한 절
차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당해 절차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법률 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한 것이
다.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해 이사나 혼인 등의 사유에
의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근
거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동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해 보유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부에 게재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는 정정게 관해 다른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의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취지를 개인정보파일부에 게재하여 공표하는 것
으로 된다.
보유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시시각각으로 경신되거나,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의 관점에서 보유개인정보를 공시한 날로부터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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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정청구의 절차
①정정청구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정정청구
서”라고 한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1)정정청구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정정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공시일 및 기타 당해 보유개
인정보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
(3)정정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전항의 경우에, 정정청구를 하는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정정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본인인 점(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있어서는 정정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본인
의 법정대리인인 점)을 표시하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정청구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정정청구를 한 자(이하, “정정청구자”라고 한다.)에 대해서 상당
한 기간을 정해 그 보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8조).
(1) 서면청구주의

정정청구를 함에는, 일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면을 지참
하여 행정기관의 창구에서 행하거나, 그 청구서면을 송부하여 행해야
하며, 팩시밀리에 의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
사항을 결여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정정청구가 되며, 제30조 2항에 의
해 정정을 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정정
청구자에 대해 흠결된 사항에 관해 기재하도록 하는 보정제도를 인정
하고 있다. 공시일이 특정되면, 정정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특
정이 가능하므로, "정정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공시일“을 기재
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공시일을 청구자가 실기하는 경우도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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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유개인정보를 특정하기 충분한 정보
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2) 정정청구서의 보정

정정청구서에 형식적인 불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보정이
필요한데, 이 형식상의 불비는 제1항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
을 말한다. 정정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동조 제3항의 기한을 경과한 후에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식상의 불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청구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그 변
경은 정정청구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정정의 범위를 초과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형식상의 불비에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의해 정정을 하
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되지만, 다시 공시청구를 하고서 정정청
구를 할 것을 교시하는 등,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용정지청구
가. 이용정지청구권
①누구든지 자기를 본인으로 하는 보유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보유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당해 각호에 정
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단지 당해 보유개인정보의 이용정지,
소거 또는 제공정지(이하 “이용정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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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해 보유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
된 것이 아닌 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유된 때, 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된 때, 당해 보유개인
정보의 이용정지 또는 소거
(2)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된 때, 당해 보유
개인정보의 제공정지
②미성년자 또는 미성년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의 청구(이하 “이용정지청구”라고 한다.)
를 할 수 있다.
③이용정지청구는 보유개인정보의 공시 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
다(제36조).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서, 공시한 보유개인정보에 관해 ①적법하게 취득된 것이 아닌 때, ②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또는
③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
으로 이용 또는 제공되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보유개인정보의
이용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행정기관이 조직적인 의
사결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취득, 보유 또는 제공하는 보유개인정보
에 관해서 이용정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 아닌 때”란, 예컨대 폭행, 협박 등의 수단에
의해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의 취득에 관해 정한 개별법규에 위반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유한 때”란, 일단 특정된 이용목
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월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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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한편, 제3조 제3항에 위반하여 당초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초월하여 이용목적
의 변경을 행한 경우에도 이용정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된 때”란, 본법이 허
용하는 한도를 초월하여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용을 정지”한다는 것은, 이용의 전면적인 정지만이 아니라, 일부
정지도 포함한다. “소거”는 당해 보유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
록매체로부터 지우는 것으로서, 보유개인정보를 익명화하는 것도 여기
에 포함된다.
보유개인정보의 이용정지에 관해서, 다른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
령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당해 절차에 의
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법률 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으로 한 것이다. 당해 보유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부에
게재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때에는, 이용정지에 관해 다른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의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진 취지
를 개안정보파일부에 게재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0조 제1
항 9호).

나. 이용정지청구의 절차
①이용정지청구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이용
정지청구서”라고 한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용정지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이용정지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공시일 기타 당해 보유
개인정보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
(3)이용정지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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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이용정지청구를 하는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이용정지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본인이라는 점(전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청구에 있어서는, 이용정지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본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서류를 제
시하거나, 또는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이용정지청구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용정지청구를 한 자(이하, “이용정지청구자”라고 한다.)
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1) 이용정지청구의 서면주의

이용정지청구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청
구를 접수하는 창구에 지참하여 하거나, 송부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
고, 팩시밀리에 의한 방법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이용정지청구의 취지”는 제36조 1항 1호 또는 2호에 의해 요구하는
조치의 내용이며, 그 기재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용
정지청구의 이유”는 청구자가 제36조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근거이며,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명확하고 구체적
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

(2) 이용정지청구서의 보정

이용정지청구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정
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형식상의 불비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용정지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제
2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36조 제3항의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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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후에 이용정지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식상의 불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청구의 본질적
내용이며, 그 변경은 이용정지청구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보정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형식상의 불비에 해당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9조 2항에 의해 이
용정지를 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되지만, 다시 공시청구를 하
고서 이용정지청구를 할 것을 교시하는 등,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불복청구
가. 심사회에의 자문
공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또는 이용정지결정 등에 관해서 행정불복
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이 있은 때에는, 당해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심사회(불복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검사원장인 경우에는, 따로 법률로 정한 심사회)에 자문을
해야만 한다.
(1)불복신청이 부적법하고, 각하할 때
(2)재결 또는 결정으로 불복신청과 관련된 공시결정 등(공시청구와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전부를 공시하는 취지의 결정을 제외. 이하
이 호 및 제44조 1항에서 동일)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전부를 공시하는 것으로 한 때.
단지 당해 공시결정 등에 관해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때를 제외.
(3)재결 또는 결정으로, 불복신청과 관련된 정정결정 등(정정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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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용인하여 정정을 하는 취지의 결정을 제외)을 취소하거나 또
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정정청구의 전부를 용인하여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한 때
(4)재결 또는 결정으로, 불복신청과 관련된 이용정지결정 등(이용정
지청구의 전부를 용인하여 이용정지를 하는 취지의 결정을 제외)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이용정지청구의
전부를 용인하여 이용정지를 하는 것으로 한 때(제42조)

(1) 심의회에의 자문의무

본조는, 공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또는 이용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
복신청에 관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회에 자문할 것
을 행정기관의 장의 의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시결정 등, 정정
결정 등 및 이용정지결정 등은 행정불복심사법이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되며, 이러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동법에 의해, 처분
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대한 심사청구(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자
가 스스로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상급 행정청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며,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위
임을 받은 자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위임을 한 자(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심사청구가 된다.
이러한 불복신청으로서는, 불공시결정, 정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 결정, 또는 이용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청구자
가 당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불복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전형적이
지만, 제3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유개인정보에 관해 불공시 등
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취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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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부작위의 불복신청의 경
우에는, 사무처리의 촉진을 요구하는 것이며, 불공시정보의 해당성의
판단 등 실질적인 판단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개인
정보보호심사회에의 자문을 요하지는 않는다.
불복신청의 심사는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하여 불복신청을 받은 행
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것이지만, 본법에서는,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
의 자기평가에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하는 판단을 가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및 이용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에 대해 자문을
하고, 그 답신을 받아 재결 또는 결정을 할 것으로 하였다. 한편, 회계
검사원이 한 공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및 이용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
복신청이 있은 때에는 회계검사원의 헌법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회계
검사원에 설치된 회계검사원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에 자문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관의 장이 답신을 존중해야 할 의무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지만, 정보공개·개인정보심사회에의 자문제도를 둔 취지는 답신
이 당연히 존중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심의회에의 자문의무의 예외

①“불복신청이 부적법하고, 각하할 때”

이것은 행정불복심사법 제40조 1항 또는 제47조 1항에 근거하여 각
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관해서는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도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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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자문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불복신청이 심사청구기간(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참조)
또는 이의신청기간(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 동법 제45조 참조)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일 때
㉯ 불복신청을 할 행정청을 잘못한 것인 때
㉰ 불복신청을 할 적격이 없는 자가 불복신청을 한 때
㉱ 존재하지 않는 공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또는 이용정지결정 등
에 관한 불복신청이 있은 때
㉲ 불복신청서의 기재불비에 관해 보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
복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않아서 형식적 불비가 있는 불복신청이
있은 때(행정불복심사법 제21조 참조)
예컨대, 공시청구서, 정정청구서 또는 이용정지청구서에 형식적인
불비가 있는 경우, 공시청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보유개인정보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정청구 및 이용정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개
인정보가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보유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에, 행정기관의 장이 부적법한 공시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불공시
결정, 정정을 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 또는 이용정지를 하지 않는 취지
의 결정을 하더라도 불복신청은 가능하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심사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

② “재결 또는 결정으로, 불복신청과 관련된 공시결정 등을 취소하거
나, 또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의 전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한 때. 단지 당해 공시결정 등에 관해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때를 제외.”
이것은, 불복신청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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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심사회에 자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문의무의 예외로
한 것이다. 제3자가 공시결정취소를 요구하는 불복신청을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시청구자가 주장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의무의 예외로 되지는 않는다.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보유개인
정보의 전부를 공시할 것으로 한 때”란, 공시청구자가 불공시로 된 보
유개인정보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전부에 관해서 공시할 것으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불복신청인
이 불공시를 다투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결정으로 불공시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시결정
을 행하는 것으로 되며, 심사청이 재결로 취소를 한 경우에도, 재결은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고,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에 대
한 처분을 해야 하므로(행정불복심사법 제43조), 원래의 처분청은 공시
결정을 행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에 대한 재
결 또는 결정으로, 불공시결정을 취소하고, 보유개인정보의 공시를 하
는 것으로 하면, 당해 재결 또는 결정에 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는 점에서(행정불복심사법 제4조 본문), 당해 이해관계인이 재결 또는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심사회에 대한 자문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
우에 관해서는 불복신청의 단계에서 정보공개·개인정보심사회의 답신
을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가 존재함이 명백
한 경우, 즉,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의견서체출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로서, 보유개인정보의 공시에 관해 당해 제3자가 반대의사
를 분명하게 한 경우에는 자무의무의 예외사유의 예외로서 자문을 해
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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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결 또는 결정으로 불복신청과 관련된 정정결정 등을 취소하거
나 또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정정청구의 전부를 용인하
여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한 때”, “재결 또는 결정으로 불복신청과 관련
된 이용정지결정 등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과 관
련된 정정청구의 전부를 용인하여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한 때”
정정결정 등 및 이용정지결정 등에 관해서도 공시결정 등과 동일한
취지로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회에 자문의무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정청구 및 이용정지청구에 관해서는 제3자 의견청취제
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나. 제3자로부터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절차 등

①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관해 준용한다.
(1)공시결정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불복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기
각하는 재결 또는 결정
(2)불복신청과 관련된 공시결정 등을 변경하고, 당해 공시결정 등과
관련된 보유개인정보를 공시하는 취지의 재결 또는 결정(제3자인 참
가인이 당해 제3자에 관한 정보의 공시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공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또는 이용정지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불복심사법 제5조 2항의 규
정의 특례를 둘 수 있다(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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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가 공시에 반대의사를 갖는 경우의 절차

여기에 규정된 절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23조와 동
일하게 공시의 실시 일까지 2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또한
재결 또는 결정 직후에 제3자에게 재결 또는 결정을 한 취지, 그 이유
및 공시를 실시하는 날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 3항 중
“공시결정일”은 “재결 또는 결정일”로 간주되므로, 재결 또는 결정은
불복 신청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해 “재결 또
는 결정일”은 불복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 해석된다.

①“공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이것은, 공시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제3자의 불복신청에 관해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처분취소에 관한 불복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불공시 결정을 받은 공시청구자에 한하지 않고,
공시결정과 관련된 보유개인정보에 자기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제3
자로서 당해 정보가 공시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게 된
자도 행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러한 공시결정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제3자의 불복신청은 부적법하고, 각하되게 되지
만, 당해 이해관계의 유무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판단될 여지를 확
보해애 하며, 여기에서는 불복신청의 적격을 갖지 않음을 이유로 한
각하도 대상이 된다.

②“불복신청과 관련된 공시결정 등을 변경하고, 보유개인정보를 개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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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불복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보유개인정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불공시결정에 관해 당해 불복신청에 참가한 제3자의 의사
에 반해 공시할 것으로 한 경우를 말한다. “불복신청과 관련된 공시결
정”은 제42조 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부 공시결정을 제
외한 것이다. 그러한 “공시결정 등을 변경하고, 보유개인정보를 공시
하는 취지의 재결 또는 결정”은 행정불복심사법 제40조 5항 또는 제
47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래의 처분을 공시결정으로 변경하는
재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당해 보유개인정보의 일부에 관해서만 공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부분은 불공시로 하는 결정을 포함하지만,
이 경우에는, 당해 공시하는 부분에 관해 제3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
는 경우이다.
“제3자인 참가인이 당해 제3자에 관한 정보공시에 반대의사를 표시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은, 제3자가 참가인으로서 불복신청철차에서
심사청 또는 처분청 또는 심사회에 대해 보유개인정보의 공시에 반대
하는 취지의 구두의견의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원래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자문을 한 취지의 통지가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제3자가 참가인으로서 참가하지 않은 때에
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본호가 적용되는 것은 제3자가 불복신청절차에서 공시에 반대하는
경우에 한하고,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제3자
가 당연히 본호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제3자가 불복신청을 제기한 경우라면, 본조
제1호가 적용되는 점
㉯ 공시청구자가 불복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제3자에게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자문을 한 취지의 통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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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므로, 참가인으로서 참가하고, 불복신청절차에서 반대의사
를 표시할 기회가 보장된다. 가령 당해 제3자가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면, 권리행사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절차
적 보장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점

(2) 심사청구의 특례

행정불복심사법 제5조 2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하게 되지만, 검찰청에
관해서는 복수의 독임관청인 검찰관이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관서에
존재한다는 극히 특수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공개법 하에
서도 심사청구에 관해 특별한 정함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본법에서도, 공시결정 등, 정정결정 등 또는 이용정지결
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
불복심사법 제5조 2항의 규정의 특례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정령으로 검찰청의 장이 행한 공시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
구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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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유 및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1. 개인정보의 적절한 공유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오해 등에 기인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주저하거나, 프라이버시의식의 제고 등을
배경으로, 각종 명부의 작성이 중지되는 등, "과잉반응"이라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무처에서는, 재해시 요청자리스트의 작성, 민생
위원·아동위원을 위한 대상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견해에 관해 제시
한 국민생활심의회 의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계성청연락회의결정 「개인정보호시책에 관한 장래의 추진에
관해」등의 관련자료 등을 발송하였다.
최근, 지역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공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리」에서는 국가의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보유개인정보의 목적
이외의 제공규정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정리 등을 참고로, 재해시나 사고시 등,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성에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규의 해석·운용
에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공유 및 주민에 대한 홍보계발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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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위 「과잉반응(過剩反應)」에 관해
가. 현상

①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원칙적
으로 사전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
음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다른 권리이익의 보
호를 우선해야 할 경우로서, ㉮법령에 근거한 경우,165)

166)㉯사람의

생

명, 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167)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
165) 경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조회(형사소송법 제197조 2항) 등에 대한 회답은 “법
령에 근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조회에 응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본인
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단지, 조회에 응해 경찰 등에 대해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수사관 등의 직책, 성명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요
구에 응해 제공한 것을 후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경제산업성 가이드
라인 Q&A).
166) 법령에 근거한 것을 이유로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①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
㉮법령상, 제공의무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
㉠감염증예방법에 근거하여 의사가 감염증을 진단한 때의 도도부현 지사에의 신고(후
생노동성가이드라인)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을 발견한 자에 의한 아동상담소 등에의 통고(후
생노동성가이드라인)
㉯행정기관의 보고징수, 입회검사 등 또는 제3자로부터의 공시청구 등에 응할 것이 간
접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세무당국 등이 행하는 질문검사에 응하는 경우(금융청가이
드라인)
㉡의료법, 약사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도도부현 지사 등이 행하는 보고징수, 입회검사
에의 대응(후생노동성가이드라인)
㉰제공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관계사항조회에 응한 경우(금융청가이드라인)
㉡변호사법에 근거한 변호사회로부터의 조회에 응한 경우(경제산업성 가이드라인)
②법령규정에서 제공 그 자체가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정보제공을 받
는 것에 관해 법령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행하는 임의수사
㉯세무서관리, 징세원이 행하는 범칙사건의 임의조사(금융청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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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
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서, 본인
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당해 사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
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물
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데이터의 성질, 이용목적 등을 본인
에게 고지하는 등에 의해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생각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법 제23조 2항에서 개인정보사업자는 본인의 요구에 따
라 제공을 정지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공된 개인데이터에
관해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 등을 하고 있을 때에는
, 본
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당해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일방적 제공방식).
③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함)의
규정의 취지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정·촌
167) 대규모 재해나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환자가 복
수의 의료기관에 분산, 운반 된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자가 운반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3자제공의 제한의 예외 중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람”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환
자의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족인가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3자제공의 예외에 해당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존부정보 등을 회답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재해의 규모을 감안하여 본인의 안부를 가족 등의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에 의해 본인이나 가족 등의 안심이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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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하루빨리 조례제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과 동시에, 이미 조례
를 제정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근거
로 한 필요한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
다(2003.6.16 총무성 정책총괄관통지).

④소위, 「과잉반응」과의 관계에서 언급된 이하의 명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

㉮ 재해 시 요원호자 리스트 작성‘

재해 시, 원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리스트작성에 관해서는, 내각부
(재해담당)에서 2006년 3월 「재해 시 요원호자의 피난지원가이드라
인」을 책정하여, 각 지방공공단체에 제시하였다. 또한 2007년 4월 그
사용방법으로서, 요원호자대책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이나 방책의 예를
정리하여 지방공공단체에 통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해 리스트에 포
함된 개인정보에 의해 식별된 특정한 개인의 수가5000명을 초과하는
자율방재조직은 파악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재해시 요원호자의 피난지원가이드라인
〈재해시 요원호자정보의 공유〉―요원호자정보제공의 수집·공유를
위한 대응법
㉠관계기관공유방식의 적극적인 활용
시·정·촌에서는, 관계기관공유방식을 활용하여, 보유개인정보의 목
적 이외의 이용·제3자에의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것에 관해 소극적인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국가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본인 이외의
자에 제공하는 것이 분명히 본인의 이익으로 되는 때에 보유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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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관한 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제8조 2
항 제4호) 참고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때에, 피난지원과 직접 관련된 민생위원, 자율방재조직 등의
제3자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정보제공에 관해서는 정보
제공 시, 조례나 계약, 서약서의 제출 등을 활용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정보를 받는 측의 비밀유지의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취급제도에 관한 신뢰가 제고되고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정보공유도 진척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
또한,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관해서
는 예컨대 재해시에 있어서의 보유정보의 목적 이외의 이용
·제3자
에의 제공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특정한 자·단체에 대한 정
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관한 등록제도를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 공유방식, 동의방식을 활용한 대응법
시정촌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공유에 관
해서는, 먼저 관계기관 공유방식에 의해 대상으로 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 후 피난지원플랜을 책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학하기 위해 동의방식에 의해 본인으로
부터의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사람들의 연계에
의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복지관계부처나 민
생위원 등이 이용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방식만으로 대응하는 것
도 효과적이다.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 관계기관 공유방식이나 동의방식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면서, 시·정·촌을 중심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관
한 정보의 수집·공유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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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위원·아동위원의 활동을 위한 대상자명부

민생위원·아동위원은, 민생위원법(1948년 법률 제198호) 및 아동복지
법(1947년 법률 제164호)에서, 주민의 생활상태를 필요에 따라 적절하
게 파악함과 동시에, 생활에 관한 상담에 응해 조언 등을 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보호활동, 재해 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안부확인, 고령자에 대한 악덕 상행위에 의한 피해방지를 도모하
기 위한 활동, 아동학대에 대한 배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민생위
원·아동위원이 그 활동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생
노동성에서 각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동 위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
에 관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민생위원·아동위원은 특
별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생활과제의 해결을 위해 원조가 필
요한 지역주민의 정보를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는 역할
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직무수행에 필
요한 정보제공을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국가 등에 협력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등으로서,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제공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동위원, 주임 아동위원의 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관해
(2007년 3월 2일 후생노동성사무연락)
최근, 가정이나 지역의 아동교육의 기능저하, 아동학대사건, 소년범
죄가 빈발하는 등, 아동이나 가정 등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다양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민생위원·아동위원, 주
임 아동위원에게는 장래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계가 요구되고 있
는 바이다. 민생위원·아동위원, 주임 아동위원의 활동에는 항상 지
역주민의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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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이나 지역주민의 프라이
버시의식의 고양 등에 의해 민생위원·아동위원, 주임 아동위원에 대
해서도 정보제공에 신중해지고, 아동, 임산부, 모자가정 등의 실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도달되지 않고, 아동학대방지 둥
의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민생위원·아동위원, 주임 아동위원에 관해서는, 민생위원법에서 비
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상 지득한 개인신상에 관한 비
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있어서 특단
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민생위
원·아동위원, 주임 아동위원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원호자와 관련된 정보의 파악·공유 및 안부확인 등의 원활한
실시에 관해
(2007년 8월 10일 후생노동성관계과장연명통지)
〈요원호자정보의 공유에 관해〉
재해시에 요원호자의 피난지원 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방재
관계부국과 연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정보를 자율방재조
직이나 민생위원·아동위원 등의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
지만, 그 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배려부터 이하의 점에 관해 주의
를 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요원호자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도모해야
한다.
(1)요원호자정보의 공유방식에 관해
①희망자방식 및 동의방식에 관해
요원호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다른 관계기관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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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요원호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
기관과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요원호자 등록제도의 창설에 관해 홍보, 주지한 후, 스스로 요
원호자 명부 등에 등록을 희망한 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방재관계부처, 복지관계부처 등이 요원호자에 직접적으로 접촉
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동의방식)
한편, 희망방식에 관해서는 요보호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위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
으며, 또한 동의방식에 관해서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수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관계기관공유방식
한편, 요원호자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
도, 지방공공단체의 개인정보보호조례에서
, 보유개인정보의 목적 이
외의 이용·제3자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다른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관계기관공
유방식).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있어서의 목적 이외의 이용
·제3자 제
공이 가능하다는 규정 예로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요원호자의 정보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되며
,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관계기관과의 요원호자의 정보공유에 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본인 이외의 자에게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게
본인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된 때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심의회의 의
견을 청취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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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원호자정보를 받는 자의 비밀준수의무의 확보에 관해
요원호자정보의 제공처인 관계자에 관해 민생위원
·아동위원 등 법
률이나 조례 등에서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제
외하고, 일반적으로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시·정·촌은 주민의 요원호자에 관한 정보공유에 관한 이해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요원호자에 관한 정보를 행정 외의 관계기관 등
과 공유를 할 때에, 제공받는 자 측의 비밀준수의무를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조례에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
는 것이나 요원호자명부의 취급 상의 유의점 등을 작성하고
, 요원호
자명부를 제공받는 자와의 교섭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민생위원, 아동위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해서
특히 민생위원, 아동위원은 재해 시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보
호법 시행 이후, 종래에 시·정·촌으로부터 제공되었던 1인 생활고령
자명부, 1인가정의 명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명부가 제공되지 않
게 되고, 민생위원, 아동위원의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
고도 있다. 민생위원, 아동위원의 일상적인 보호 등 평상적인 활동
이 재해 시에 있어서의 요원호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필요한 요
구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정·촌은 민생위원, 아동위원
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상시에 있어서의 민생위원, 아
동위원의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자치회명부

자치회에 관해서는, 5,000명을 초과하는 자로서 구성되는 조직이 적
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대상인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해
당되는 경우가 적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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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긴급연락망 등

학교의 긴급연락망이나 주소록 등의 작성에 관해서는, 문무과학성에
서, 「학교에 있어서의 생도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
보하기 위한 사업자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지침」(2004년 11월 11일
문부과학성)의 해설을 2006년 2월 개정하여 사전에 생도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주지할 것을 강구하였다.

나. 과제

①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 동법 등에 대한 오해 등
에 기인하여, 필요하게 된 개인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각종 명부의 작성이 중지되는 등, “과잉반응”이라는 상황도 일부 나타
나고 있다.
②프라이버시의식의 제공 등에 의해, 지방공공단체에서 복지·방재의
담당부국간이나, 민생위원이나 자율방재조직 등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정보공유가 진행되지 않고, 민생위원 등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추가를
둘러싼 논의
이하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논의에 관한 사항이다.

(1) 전반적인 사항

㉮ 소위, “과잉반응”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적절한 생각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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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킬 수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만,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령상의 개
선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과잉반응”은 안정되고 있고, 지금까지
일본 전체가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 소
위, “과잉반응”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착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
㉰ 당 심의회에서 제기된, 소위 “과잉반응”의 구체적인 사안의 대부
분은 현행법 상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긴급연락망의 성립이 의문시
된다.
㉲ 동창회명부의 작성·배부는 조직 자체의 법령준수의 문제이다.

(2) 법 목적의 명확화
소위 “과잉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는 취지를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

(3) 이익형량규정

㉮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
우로서, 일반적인 이익형량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
한다.
㉯ 일반적으로 이익형량규정을 추가하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붕괴될 수 있다.
㉰ 일반적인 이익형량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의 취득원
의 공시의무화 등에 의한 본인의 권리강화도 아울러서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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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4) 법령에 근거한 경우

㉮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
우로서, “관행으로서 공공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관행으로서 공공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정부의 설
명책임의 문제이며, 민간사업자의 규율에 추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5)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보호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 1항 2호)에 “안전”이나 “생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등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해, 공익과 관련된 업무
로서, 소관사무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나, 권리·이익의 침해염려가 없고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개
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명기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
각한다.
㉯ 국가 등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해, 독립행정법인 등에
의 협력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중에는,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상 보유개
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상당하는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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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있으며, 소위 “과잉반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조례의 개선
도 포함한 지방공공단체의 탄력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개인
정보보호법의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국가의 법령보다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제
정이 선행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
방공공단체는 각각 대응을 진행할 것에 유의해야 한다.

라. 장래의 검토방향

정부에서는, 2006년 2월 개인정보보호 관계성청 연락회에서 합의
(이
하, “관계성청합의”라고 함)를 행하고, 이에 따라, 국민 및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주지철저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사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는 등,
정부일체로서의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의 오해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을 오해하여 제공을 주저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성청회의 등에 따라, 내각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의 해석이나 운용기준을 명확화하고, 관계성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나 그 해설 등을 필요에 따른 개선 등을 행함과 동시에, 그 주지철저
를 도모하고 있는 바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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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동의의 취득에 의해 작성 가능한 것

개인정보보호법제 상,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제공은 가
능하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식의 제공 등을 배경으로 본인이 게재를
거부하거나, 절차의 부담감 등에서 다양한 명부를 종래와 같이 작성하
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명부작성·배포의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홍보
계몽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항에서, 사업자는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되어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한
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을 감안
, 현행의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절하게 운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합치되지 않을 때에 있어서, 현행의 당해 규정과 동
등한 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동의를 얻지 않고서 제공하는 것이 적당
한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실태를 충분하게 파악하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때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
전관리가 불충분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지 못
한 동안에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자가 많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서, 지방공공단체는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
의 적정한 취급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하고
, 현
재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방공공단

- 428 -

체에 따라서는, 관계기관 등에서의 정보공유가 곤란한 경우도 있으며
,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로 한 조례의 적정한 해석
·운용 등이
나,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홍보계몽을 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명부게재를 거부한 경험이 있는 자도 다소
있으며, 그 중,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로 지역활동과 거리를 둔 것
을 이유로 하고 있는 자도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이나 명부의
유출을 염려하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는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동법이 그러한 활동에 거리를 둔 것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방범, 지역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활동
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먼저 주민에 대해 명부의 작성이나 정보공
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활동 자체의 취지에 관해서,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정보관리를 확실하게 행할 것이 요구된다.

3. 개인정보심사회
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와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는 마치 반대의 개념처럼 생각될 수 있지
만, 사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관련은 주로 2가지
장면에서 발생한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의 공개와 수반하여 특정한 주
민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의 본인의 동의(합리적인 의사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
없이 공시할 수 있는 경우와 공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동의없이 공시할 수 없는 경

- 429 -

우이다. 또한 당해 공시되는 행정정보 중에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존재, 직무권한 및 실제의 직무내용 등을 자치
단체의 주민이 “알 권리”를 갖기 때문에,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
는 기대는 아주 적은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주민 본인으로부터 당해 자치단
체에 있어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정보공시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중에서는“개인참가의
원칙”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2가지 경우는, 법적으로는 다른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모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위한 순서
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공시를 위한 순서·절차가 거의 동일
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혼란을 초래하
는 경우도 있다. 즉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정보취급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이지만, 양자의 성질은 아
주 다른 것이다. 전자는 헌법 제21조가 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
여 보장되는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적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
개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공적기관이 보유하는 자신에 관한 개
인정보의 적정한 취급과 보호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
정보공개조례와 개인정보보조례는, 각각 정보의 “공시”에 관해 정하
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공시”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먼저, 공시청구의 대상이 다르다. 정보공개조례에 있어서의 공시청
구의 대상은 “행정문서·공문서”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있어서
의 공시청구의 대상은 행정문서·공문서에 기록된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이다. 정보공개조례가 정하는 “공시”란 실시기관이 보유하
는 “정보”의 “공개”이며, 불특정 다수의 자에 대한 공시이다. 한편 개
인정보보호조례가 정하는 “공시”란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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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시”이며, 공시대상은 본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조례에
서는, 개인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정보공개의 취지에서 공시청구는 본인 이외의 자라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시대상의 정보로부터
는 제외된다. 단지, 조례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공시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조례를 근거로 하면 충분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조례에서 개인정보의 본인공시
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조례는, 공시청구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공시대상
이 되며, 원칙적으로 공시청구권자는 본인에 한정된다
.

나. 개인정보보호조례와 정보공개조례가 정하는 공시청구권자의 차이

개인정보보호조례가 정하는 “본인”과 “주민”의 관계에 관해서 약간
정리를 해보자.
“주민”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주민, 납세자 주민, 유권
자 주민으로서의 주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이 “시·정·촌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
는 자는, 당해 시·정·촌 및 이를 포괄하는 도도부현의 주민으로 한다.”
고 정하는 주민을 말하며, 여기에는 “개인(자연인)” 및 “법인이나 단
체”가 포함된다.168)
지방세법 등에 근거한 “납세자 주민”이란, 지방세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제294조 1항에서 시·정·촌 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대지
를 갖는 개인” 및 “사업소·사무소”를 갖는 법인·단체에 관한 것을 말

168) 지방자치법엫서 말하는 구역내에 주소를 갖는 자의 “주소”란 민법 제22조에서 정하
는 생활의 본거를 말하는 것에서, 호적법에 근거한 본적지의 호적기재자와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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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권자주민”이란, 일본 국민으로서 연령 20세 이상의 자로 계
속해서 3개월 이상 시·정·촌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서, 공직선
거법 제9조 1항 내지 4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 납세자
주민, 유권자주민으로서의 “주민”은 ①일본국민거주자, ②외국인, ③법
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주민” 중 개인정보보호조례에서 말하는 “본인”
이란, ①의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된 거주자, ②의 외국인등록원표에 기
재된 생활자, 및 ③의 법인주민 중 상업등기법에 근거한 상업·법인등
기신청을 한 법인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명이나 조합 등 등기령
제3조 1항에 근거한 설립등기를 하여 표시된 사무소명 등에 의해 특
정한 개인을 식별가능한 명칭에 의해 특정된 개인을 말한다
.
한편, “개인”에는 이러한 “주민”에 더하여, “주민 이외의 자”도 포함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근자나 재학자 등도 포함된다. 재근자·재학자를
본인에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보공개조례에서는 공시청구자의 범
위에서 정해져 있는 외에, 자치기본조례나 시민참가조례에서는 그 범
위를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동경도 정보공개조례 제5조에서는, 공문서의 공시청구자로
서 다음과 같은 자를 정하고 있다.
①도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는 자
②도의 구역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는 개인 및 법인 기타의
단체
③도의 구역내에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④도의 구역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
⑤전 각호에 언급하는 자 외에, 실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문서
의 공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개인 및 법인 기
타의 단체

- 432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조례가 정하는 “본인”은, ①일본 국민거주자,
②외국인, ③법인·단체명칭에 의해 특정된 개인, 및 재근자, 재학자 등
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조례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의해 공시청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조례에서는 공시청구
권자는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시청구권자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공개조례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그 목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자 중 공시청구권을 조례에서 한
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조례에서는 공시
청구권은 “본인”에 한정되며, 그 목적은 본인에 대한 정보의 “공시”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정보공개조례와 개인정보보호조례의 차이점
을 정리하면, 개인정보보호조례는 개인에 관한 정보취급의 규칙을 정
함과 동시에,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에 관여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 본인에게 공시청구
권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본인공시는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조례는 정보공개가 그 목적이며
, 정보내용에 관해서
누구든지 공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실시기관
이 보유하는 정보취급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과 집행에 관해 투명성
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행정투명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양
자의 제도는 동일한 목적을 갖지만, 정정이나 이용정지 등의 절차에
의해 본인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조례와는 다르다는 차
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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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존재의의와 기능

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존재의의 및 기능에 관해서도2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편리하다.
첫째로는,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유개인정보의 공시청구가 이루
어진 경우에, 당해 공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직원 등의) 개인정보의 공시가 가능한지에 관해 의문이 발
생한 경우에 그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
호심의회가 존재한다.
둘째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
는 절차에 관해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개인정보 그 자체 또
는 개인정보의 취급상황에 관한 정보공시가 청구된 경우에
, 그 공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해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그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심의회가 존재한다
.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심의회는 2가지의 다른 것이 존
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2가지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
관으로서 단일한 기관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사
이다마현 와코시(埼玉県和光市)의 실례를 보면, 와코시 개인정보보호조
례(2000년 6월 22일 조례 제49호, 이하 와코시개인정보보호조례라 함)
를 보면, 동 조례 제31조 본문은 “공시결정 등, 정정 등의 결정 등 또
는 이용정지결정 등에 관해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이 있은
때에는, 당해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재결을 해야 할 처분청 또는
심사청은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와코시 정보공개·개인정
보보호심의회에 지체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정하고, 동조 각호는 그
적용제외의 경우로서, “불복신청이 부적법하고, 각하하는 경우”(제1호),
“결정 또는 재결로, 불복신청과 관련된 공시결정 등(공시청구와 관련
된 개인정보의 전부를 공시하는 취지의 결정을 제외
. 이하 이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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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에서 동일)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전부를 공시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단지 당해 공시결정
등에 관해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제2호), “결정 또는 재
결로, 불복신청과 관련된 정정 등의 결정 등(정정 등의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해 전부의 정정 등을 하는 취지의 결정을 제외
)을 취소
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해 전부
의 정정 등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제3호), 및 “결정 또는 재결로,
불복신청과 관련된 이용정지결정 등(이용정지의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
보에 관해 전부의 이용정지를 하는 취지의 결정을 제외
)을 취소하거
나, 또는 변경하여,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해 전부의
이용정지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제4호)를 정하고 있다.
이 와코시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심의회는 화코시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심사회조례(2000년 6월 22일 조례 제50호)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동 조례 제1조는 와코시 정보공개조례 제16조 및
와코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응하고, 불복
신청에 관해 조사·심의하기 위해 “와코시 정보공개·개인보보호심사회
를 설치한다.”(제1항), “심사회는 전항에 규정하는 조사·심의를 행하는
외에,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실시기관에 의견을 설명
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 와코시의 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에 관
한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위한 자문기관인 개인정보보호심사회가
개인정보보호조례의 관련에서도 불복심사를 위한 자문기관을 겸한다
는 조직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 개인정보 보호심사회에 있어서의 유의점과 그 대응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심사회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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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는 다른 여러 종류의 판단사항에 관해 자문위원으로서의 기
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된 때에는, 그 심사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확실하게 구별·자각하여 그 직무(자문에 대한 답신내용인 의견형성 및
그를 위해 필요한 조사·검토 등)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의 공개 시의 심사에서는
, 당해
행정정보에 포함된 많은 행정정보에 관해, 당해 개인정보의 본인의 이
익과의 관계가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코 드믄 것은 아님에도, 개인정
보보호조례에 근거한 보인으로부터의 공시청구와 관련된 심사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없는 것이 다르다.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의한 공시청구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에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장”
등을 고려하여 공시 또는 불공시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심의회의 위원은
, 당해 자문조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당해 문제가 된 개인정보에 직접 관계하게 되며
, 거
기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적절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 그 자
체로서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 따라서 당해
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위원의 비밀준수의무의 정도는 무거운 것이라
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예를 보면, 와코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심사회의 조직에 관해서 정한 와코시 정보공개조례 제
10조는 “심사회의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

에도 동일하다.”고 하고, 제12조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비밀준수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 주지할 때의 유의점

위의 설명은, 법률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담당자에게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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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곤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은 법률에 정통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행정절차에
관해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욱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공시청구 등에 수반되는 결정
, 불복신청
등의 순서, 개인정보보호심의회의 조직이나 절차의 흐름 등에 관해 가
능한 한 간결하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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