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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제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제들을 분석한다. 메
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총 39개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논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논의, 각 
분야별 특별법과의 중복규제 및 규제 불균형에 관한 논의 등 파편화 되어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별 특별법들 사이의 부정합
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
을 파악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과제, 일원화, 메타분석
Abstract  As we enter the era of big data,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Korea have several issues. Furthermore, existing research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facilita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easure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improvements to be made i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based on existing research. A total of 39 research articles discussing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applying the meta - analysis techniqu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meaning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ole 
and obligations of relevant parties,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and redundant and 
imbalanced regulations in special acts in each field. that exist i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were confirme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nsistency between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related special laws in each field in practice. Academically, it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th law from the macro perspective and suggesting the integrated improvement ways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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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은기술의발달로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및

사람이서로연결되어 IoT(Iinternet of Things) 시대, 빅

데이터시대등으로대변되고인터넷을신경망으로삼아

지구촌전체가연결되어있는초연결사회(Hyper connection

society) 이다[1,2,3]. 초연결사회에서는개인의정보가곧

재산권의객체로써정보가더욱중요하게취급되고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서로 연결되어있는

사물및사람을감시하려하는자기감시사회의성격을가

진다[4]. 이러한 시대적 배경아래 대한민국은 시대를 선

도하는 IT강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또한전세계적으로가장강력한수준

이다[4,5,6].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우리나

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각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불

완전한체계였다. 공공부문의경우 1994년 제정된「공공

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이실질적인일반법역할

을 하면서「전자정부법」,「주민등록법」,「민원사무법

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등 각 분야별

개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고, 민간부문의 경우 2001

년 제정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법률」이일반법역할을하면서「신용정보법」,「금

융실명제법」,「의료법」,「보건 의료법」,「전기통신

사업법」,「전파법」,「전자거래 기본법」등 각 분야별

개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5,7,8,9]. 2011년 일반법

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각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불완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로완성되었다[5,10,11,12]. 그러나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각특별법들사이에중복규정, 처벌의

불균형, 감독기관의 산재 등 체계 정합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및 사

업자들에게 강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지우는 역할을 하

는 것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법적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주어 소비시장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13,14].

이러한문제의원인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개인

정보의 활용보다는 보호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강한규제를담은통합법으로제정될당시각특별

법들의 심도 있는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으로

논의되고 있다[12,15,16].

최근이러한개인정보보호법제의체계정합성을확보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

[17,18],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논의[19,20],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논의[21,22], 각 분야별특

별법과의중복규제및규제불균형에관한논의[14,15,23]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에 대한 법학연구 및 문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

하고 특정분야에 국한된 지엽적 관점에서 논의해 왔다.

이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연구자들의 기존의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이는 다른 분야의 문

제점파악을어렵게하며궁극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사

이에 부정합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려는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별 특별법들의 문제점을 다룬 기존연구들을 바탕으

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한계점들을 도출하고 분석

한다. 본 연구는실무적으로는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

과 각 분야별 특별법들 사이의 부정합성을 개선하는 데

에 기여하고, 학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다루는

초기연구자및후속연구자들이개인정보보호법제의문

제점들을이해하고체계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률 현황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기 이전

까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

관을 나누어 각기 다른 법제로 규율하고 있었다. 공공기

관의 경우 1994년 제정된「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으로 삼아「전자정부법」,「주민등록

법」,「민원사무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

법」등 각 분야별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었고, 민

간기관의 경우에는 2001년 제정된「정보통신망 이용 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으로 삼아

「신용정보법」,「금융실명제법」,「의료법」,「보건 의

료법」,「전기통신 사업법」,「전파법」,「전자거래 기

본법」등 각 분야별 개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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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2011년 3월 29일「개인정보보호법」이공공부문과민

간기관을 통괄하는 일반법으로 제정되었고 공공기관을

규율하던「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폐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되었으나 민간기관을 규율

하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은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통합되지

못하고 특별법으로써 잔존하게 되었다[5,10,11,12]. 이에

따른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제를 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가지

고있지만「개인정보보호법」과각특별법들사이에개

인정보 개념의 역동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

규제해야할 필요성과 법률 간 중복 규제되어 규제의 균

형을 맞춰야하는 문제, 소관부처의 일원화 및 처벌의 형

평성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

[17,18],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논의[19,20],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논의[21,22], 각 분야별특

별법과의중복규제및규제불균형에관한논의[14,15,23]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에 대한 법학연구 및 문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 부정합성에 관한

문제들은개인정보를처리하는기업및사업자들에게강

한규제로인한부담을지우는역할을하는것뿐만아니

라 이마저도 법적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주어 소비시장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3.1 메타분석
메타분석이란연구주제와관련하여학계에누적된선

행연구결과들을통합하고통계적분석을실시하여전체

연구의경향성을파악하고연구결과를이해하는분석기

법이다[24,25]. 본 연구는 Webster & Watson 이 제시한

방법론에따라분석을진행하였다[26]. 이에 따르면효율

적이고합리적으로선행연구를선별하기위해서는첫째,

권위있는최상위등재지및학술지를우선선별하고이

를검토하며둘째, 선별한최상위등재지및학술지를대

상으로연구하고자하는주제와관련된연구들을선별한

다. 셋째, 선별된 연구들을 backword 검색을 통해 해당

연구들이인용하거나인용된논문들을추가선별하고마

지막으로, 앞 단계에서 선별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식별

하여 최종 연구들을 선별한다[26]. 이 절차를 준용하여

본연구에서는구글스칼라, 디비피아, 리스, 교보문고스

칼라를 대상 DB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 “일원

화”키워드로검색하여총 653,279건의연구자료를 1차적

으로검색하였다. 그 다음개인정보보호법이일반법으로

제정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논문을 대상으로 필터를

적용하여 2차적으로총 143,691건의 연구 자료를검색하

였다. 이를토대로권위있는학술지및등재지만을선별

하여 범위를 축소하였고, 마지막으로 Backward 및

Forward 검색을활용하여이들이인용하거나또는인용

된 연구들을 선별하고 검토하여 최종 39개의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다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1].

[Fig. 1] Meta-analysis Process
        (J. Webster & R. T. Watson, 2002[26])

3.2 분석결과
분석 결과 39개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현행 개인정

보보호법제의문제점을다룬선행연구들은법학적관점

에서접근한연구들이 31건으로가장많았고, 그외정책,

금융, 의료등의비법학적관점으로접근한연구들은 8건

에 그쳤다. 또한 년도별로는 2012년에 수행된 연구가 10

건으로가장많았으며, 2014년이 9건, 2011년과 2013년이

각각 7건씩으로 뒤를 이었고,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3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별·년도별로 분류된

연구현황은 <Table 1>과같다. 또한 39개의논문에서다

루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은 주제별

로 일정한 그룹화를 이루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및범위에대한논의가 30%, 이해관계자의역할및의무

에 대한 논의가 3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논

의가 13%, 각 분야별특별법과의중복규제및규제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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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관한논의가 19%, 개인의료정보파기등기타논의

가 2%로집계되었으며이중이해관계자의역할및의무

에관한논의가 36%로 1위를차지했다. 도출된문제점들

은 <Table 2>과 같다.

Categ
ory

Name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Law

Anam Law Review √
ChonBuk Law Review √
Chung-Ang Joumal of
Legal Studies

√

ChungAng Law Review √
ChungNam Law Review √ √
Crisisonomy √
Han Yang Law Review √
IT & Law Review √ √
KangWon Law Review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Law Review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c Land Law Review √ √ √
Public Law √
Public Law Journal √ √
Review of KIISC √
SNU Law Review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SungKyunKwan Law
Review

√ √ √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

√ √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others

Ethics and Policy Research √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

Review of KIISC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Fall
Conference

√

<Table 1> Result of Meta-analysis : analysis by year 
and scholarship

Category Main Issues Count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ion law

Ambiguity of status 3
Significance of personal
information

7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17

Stakeholder’s
roles and

responsibilities

Ministry of the Interior 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8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7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10
Information subject 8

Third party offer

Providing third parties with
personal information

3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to overseas

3

Concept of third parties offer
agreement

2

Imbalance of
regulation

Duplicate regulations 9
Penalty imbalance 7
Necessity of Separation
Regulation

8

<Table 2> Result of Meta-analysis : subject analysis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4.1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문제
4.1.1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의 
      불명확성(6조)
「개인정보보호법」이일반법으로제정될당시각특

별법또한이에맞게정비되었어야함에도이에대해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27]. 이에 따라 현재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과「정

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등 각 분야별 특별법들이

중복규정을 두고 있거나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무와 처벌을 규정하는 등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15,16,19]. 이로 인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기업및사

업자들은수범자의입장에서충돌되는법제들속에자신

들이 어떤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없으며이러한법제체계는수범자의법적안정

성을 해치게 된다[17,27].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6조에

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을 천명하여「개인정보보호법」과 각 특별법간의 관계

가 명백하여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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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특별법들도자신의입장에서다른법률과의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28,29,30].

「정보통신망법」제5조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서특별히규정된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치정보법」제4조는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신용정보법」제3조의2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용정보법」의 경우 2항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

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

정을신설함으로써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과의충

돌을 피하고 있다.

물론 각 분야별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추후 필요

에 의해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우리나

라의 특별한 경우를 고려한다면「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28]. 하지만이는어디까지나해석상인정되

는 부분이며 다른 특별법들도「신용정보법」의 경우에

서와같이명문으로「개인정보보호법」의일반법으로서

의 지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31].

이러한「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개인정보보호법」제6조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른 법률들보다 우선적용하게

개정하자는 의견도 논의되고 있다[32].

4.1.2 개인정보의 의의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

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

으로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해당 정보만으

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

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를말한다고 규

정하여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사람의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자의 정보도 개인정보

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33,34].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정보를 생존하

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될수없다[13,33]. 하지만사자의개인정보가

유족과연관되어그자체로유족을식별할수있거나다

른정보와결합되어유족을식별할수있는정보라면유

족의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사자의 잊

힐 권리와 충돌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16,31,34,35,36].

또한 빅데이터 시대, IoT 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 등

으로불리는오늘날개인정보는개인의프라이버시보다

는 개인정보 그 자체가 재산권의 객체로서 취급되고 있

다[2]. 이러한환경에서는개인정보의무조건적인보호는

오히려정보주체를보호하는것이아닌정보주체의정당

한재산권의행사를저해하는요소가될수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를잘활용하여재산적이익

을 취할 수 있도록 첫째, 개인정보를 식별정보와 비식별

정보로 나누고 둘째, 나눈 식별정보를 다시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로나누어야하며셋째, 비식별정보는식별가

능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세분화하는 등

시대에맞는개인정보의정의를재설정하여규제되는개

인정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8,37].

4.1.3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개인정보의 요건에

는개인을알아볼수있는식별성이외에도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

필자는 후자의 정보를 식별가능성으로 세분화 하겠다

[37]. 문제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식별가능성까지 포함시

키게 되면 결국 모든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

어 지나치게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 있다

[37]. 또한 어떤 정보가 쉽게 결합하는 것인지도 명확하

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이나사업자등수범자의예측가능성을침해한다는문제

점 있다[37,38]. 즉,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들마다 다른

상대적개념이라는것을전제로누구를기준으로식별성

및 식별가능성을 따져야 하는지의 문제와 식별가능성을

수차례에걸쳐따지다보면결국모든정보가개인정보가

될위험성의문제가있고, 쉽게라는표현이지나치게모

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37,38].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둠으로써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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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구분한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의가입·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개인정보이며,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을말한다. 이에대

하여 굳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나누어 구별해야

할실익이있는가에대한문제가있다[34]. 두규정은민

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각각

두고 있고 그 예외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

른법령에서각정보의처리를요구하는경우를두는등

상당히 유사한 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유식별

정보를민감정보에통합시켜규율하고, 다만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만 따로 단서조항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34].

이외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식별 가

능한개인정보를암호화와익명화등의조치로비식별화

시킨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율을 받는 개인정

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23,34,39].

4.2 현행 다중규율체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관한 문제
4.2.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이고 동 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을

개인정보보호업무의실무적주체로인정하여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및 개선 권고권(제32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일련의조치의인증권(제32조의2), 개인정보영양

평가관련조치권(제33조), 의견제시및개선권고권(제61

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제63조), 시정조치권(제64

조), 고발 및 징계권고권(제65조)을 부여하고 있다[8,19].

그러나이러한행정자치부는개인정보에관한많은실무

를 처리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감시와통제를받아야하는기관이라는이중적성격을가

진다[8,19,33]. 때문에 현행 체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행

정자치부장관의권한에대한통제장치도미흡하다는문

제점이 있다[8,13,19].

특히동법제63조의행정자치부장관이개인정보처리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개인정보보호법」을 위

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위반사실과관련한관계인의사무소나사업장에출입

하여업무상황, 장부 또는서류등을검사할수있는행

정자치부장관의 검사권은 사실상 형사소송법의 “수색”

에 해당한다[19].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수색

을 하는 경우에도 수임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형

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데, 아무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다고 해도 일개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러한

영장주의의예외를인정하는것은인권침해의요소가너

무 크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게 고발할 수 있는 고발 권만을 인정

하자는 의견도 있다[19].

4.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각국은개인정보보호법

제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개

인정보보호기구를 평가하는 기준이 ‘보호기구의 독립성’

과 ‘충분한 법적 권한의 보장’ 이다[8,27,29,33]. 우리나라

는독립성보장을위해대통령직속으로개인정보보호위

원회를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관련 주요 정책의 심

의·의결, 법령·제도 개선, 공공기관간의견조정, 중앙행

정기관·지방자치단체및헌법기관의침해행위에대한중

지 등 개선권고, 연차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3,20,40].

「개인정보보호법」제7조 제1항에서 보호위원회는

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이규정이외에독립성판단에있어서정작

중요한 개인정보보호위원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다[20]. 이와는 반대로 동 법 제41조에서 분쟁

조정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여분쟁조정위원에대해서는법적신분보장규정을두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인

정되는 법적 신분보장이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개인정보보호관련심의·의결임무를수행하는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문제점이

있다[20]. 또한 이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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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편성권한을 주어야한다는 논의

도 이루어지고 있다[20].

4.2.3 분쟁조정위원회
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법」은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는별

개로두고있다. 문제는분쟁조정위원회와보호위원회의

관계가조문상명확하지않고두위원회를분리규정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20,29]. 이에 현행

분쟁조정위원회를 보호위원회에 흡수·통합 시켜 개인정

보보호위원회로일원화해야한다는논의가있다[2,19,20].

4.2.4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를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

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

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

가되는것은업무에관한부분인데동법은업무에개념

이나 범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업무의 의미는 형법에서 차

용하는것으로해석한다[34,35]. 이에 대해대법원은직업

상 또는 사회생활상 일정한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한다고 판단한다. 대법

원의판단을정리해보면업무는계속성과영리성을요한

다고 해석된다[19]. 이에 대하여 계속성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개인정보처리자의대상이되는지, 업무를목적

으로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개인정

보처리자로 규율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19,34,35].

또한 동 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규정

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지속적”이라는표현이문제가되

는데, 일시적으로 설치된 CCTV를비롯한영상정보처리

기기는 배제되는 것인가하는 문제점이 있다[19].

동 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

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에는 동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접근 통

제및접근권환의제한조치, 암호화기술의적용, 위조·

변조방지를위한조치, 보안프로그램의설치및갱신, 보

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들

이 있다. 문제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

자에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 사업자 등 소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포함되는데 이들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는 점에 있다[41].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력

을바탕으로자체적인개인정보보호를위한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만들어기술적·관리적조치를이행할수있

지만 소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

업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41]. 이러한 소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안전조치의무에 있어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

자와는차별적인규제기준이필요하다는논의가이루어

지고 있다[17,38,41].

4.2.5 정보주체
오늘날의초연결사회에서는국가가모든유형의개인

정보위협행위를명문으로규정하여국민의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33,42]. 통상적으로 자율규제

란 강제력이 약한 일정한 규범적 요소를 법으로서 제시

하고 자율규제기관이 이를 지킴으로서 성립한다[16,27].

그러나 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9조제4호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의무를규정하고있고, 동법제13조는자

율규제의촉진및지원에대하여규정하고있을뿐자율

규제의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

여인터넷진흥원등개인정보법제에서정하는관련기관

을통하여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일정한규범을제시하

고 준수하게 하는 구체적인 법제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27,43].

그러나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이 개

인정보 처리자의 권리와 법적 의무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있으며, 개인정보주체의법적의무와, 권리는논

의 되고 있지 않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4.3 제3자 제공에 대한 문제
4.3.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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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때개인정보의제3자제공을허용하는규정을두고

있고, 동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가있는경우이외에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되는것은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

를위하여필요한경우를규정하는제7호의내용이다. 수

사기관이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

할때에는적정절차의원칙과엄격한영장주의의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의 증거능

력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

호한다. 따라서수사기관이범죄수사와공소제기를위해

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제7호의 규정은형사소송

법의대원칙인영장주의와적정절차의원칙과충돌할수

밖에없고더나아가인권침해의요소가매우큰문제점

이 있다[19,44].

4.3.2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관하

여전반적으로규율하고있지않다. 다만「개인정보보호

법」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 개인정보

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

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만을 규율하고 있다.

반면「정보통신망법」은 제63조에서 국외 이전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외

이전의 성질을 묻지 않고 모든 국외 이전행위에 대하여

이전되는개인정보항목, 이전되는국가, 이전일시및이

전방법, 이전받는자의성명, 이전받는자의개인정보이

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문제는 국외 이전에 대하여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

법」과 특별법인「정보통신망법」이 적용 대상을 각기

다르게설정하고있다는점에있다[22,33]. 「개인정보보

호법」에서는개인정보의국외이전중제3자 제공에관

한 부분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아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

고 있는 반면,「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모든 국외 이전

행위에관하여별도의동의를요구한다. 즉, 동일한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국외 이전

된다면「정보통신망법」을 적용 받아 모든 이전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국외

이전된다면「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아 국외 이전

이제3자제공인경우에만별도의동의를요구하고그이

외의경우에는별도의동의가필요하지않는다는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2,33].

4.3.3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전반을아우르는핵심내용이다[4,5,19,45]. 「개

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규

정, 동법제17조제1항제1호의정보주체의동의가있을

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 동 법 제18

조 제2항 제1호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제공할수있다는규정, 동법제19조제1호의 정보주

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

터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가그목적외의용도로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동 법 제22조

의동의를받는방법에대한규정, 동법제23조제1항제

1호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동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정

보주체의별도의동의가있는경우고유식별정보를처리

할수있다는규정등에서알수있듯이우리나라「개인

정보보호법」은 강력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의사전동의(Opt-in)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시대등으로대변

되는 오늘날 초연결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

정보보호에관한전반적인사항들에대해일일이정보주

체의 사전동의(Opt-in)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2]. 또한 이러한엄격한사전동의(Opt-in)의방식

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및 사업자들에게 강한 규

제로 인한 부담을 지우고 소비시장 침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개인정보가곧재산권의객체로취급되는오늘날

엄격한 사전동의(Opt-in)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오

히려정보주체를보호하는것이아닌정보주체의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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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행사를저해하는요소가될수도있다[4,13].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사전동의에 대한 예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현행사전동의(Opt-in)의 규제방식에서사후동

의(Opt-out)의 규제방식으로변경하는방향의논의가진

행 중이다[2,4].

한편「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6

호는 사전동의(Opt-in)에 대한 예외로서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

여필요한경우등대부분명확하지않은표현을사용하

고 있다[46].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의

기회를 주어 사전동의(Opt-in)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

는것이므로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상사전동의(Opt-in)

의 방식을 엄격하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사전동의의 예

외조항을명확하게정비해야한다는논의또한진행중이

다[19,31,35,46].

4.4 중복규제 및 규제의 불균형
4.4.1 중복규정의 문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일반법이 만들어지고

각 분야별 특별법이 만들어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각분야별특별법이먼저만들어지고필요에의해일반법

이나중에만들어진특징을가지고있다[5,7]. 2011년「개

인정보보호법」이제정될당시각분야별개별법들또한

일반법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불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 결

과 현재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

법」,「위치정보법」등 각 분야별 특별법들이 중복규정

을두고있거나비슷한행위에대해서로다른의무와처

벌을 규정하는 등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15,16,19].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및 사업자들은

수범자의입장에서충돌되는법제들속에자신들이어떤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

으며 이러한 법제 체계는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

게된다[17,27]. 특히통합법이제정되기이전민간부문에

서일반법역할을하던「정보통신망법」과「개인정보보

호법」사이에중복규정이많고중복규정된내용의경우

에도부과하는의무등이서로달라수범자에게많은혼

란을 주고 있어 두 법률의 중복규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15,16].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은 온·오프라인에서 개

인정보를관리하는사업자를수범대상으로삼는반면특

별법인「정보통신망법」은온라인에서개인정보를관리

하는 사업자를 수범대상으로 삼고 있다[15,16].「개인정

보보호법」제15조제2항과「정보통신망법」제22조는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의 고지 내용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수집·이용 목적,

수집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반면「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수집·이용목적, 수

집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 이외에도 동의를 거부할 권

리가있다는사실,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

그내용을고지내용에포함하고있어중복규제와더불어

같은개인정보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이사업자에게

더 엄격한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언급한「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 지위에 대한 논의

와 맞물려 온라인 사업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제가 약한「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혼란을 주게 된다[12]. 또한 빅데이터 시대로 대

변되는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 및 사업자는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도

수집하는온·오프라인사업자가대부분인데이러한상황

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같은 내용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하느냐 오프라인에서 수집하느

냐의차이로서로다른고지의무를지는결과를초래한

다[12].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와「정보통신망법」제27

조의3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통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24시간 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

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나 인터넷진흥원

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개인정보보호

법」의경우개인정보가유출되었을경우지체없이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만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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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서로 다른 통지와 신고의무

를 부여하면서 수범자인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사업

자에게어느법을따라통지해야하는지어느소관부처에

어떠한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을 주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다[12].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대한 규정, 민감정

보수집제한에관한규정, 아동의개인정보처리에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대한규정,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에관

한 규정, 제3자 제공 시 목적 외 사용 및 재제공 금지에

대한 규정, 영업 양수·양수 시 통지에 대한 규정, 개인정

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에대한규정, 개인정보파기에대한규정, 정보주체의권

리에대한규정, 법정대리인의권리에대한규정등상당

부분이 중복규제 되고 있는 실정이다.

4.4.2 형벌 및 과태료 규제의 불균형
앞서 언급했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부정합성에

대한논의중가장현실적으로많은문제를일으키고있

는 것은 형벌 및 과태료 규제의 불균형 문제이다

[5,12,14,15,19,30].「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제2호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

나제3자에게제공할경우(동법제18조제1항위반) 5년

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의벌칙조항을두

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제71조 제1항은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했을 경우

(동법제24조위반) 5년 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 조항을 두고 있다. 두 법은 비슷한 의무위반에

대하여같은형벌을규정하였지만「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행위에제3자에게제공한경우까지포함함으로써더

엄격하다. 따라서 온라인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

보다 덜 엄격한「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주장할 것이

고, 이는개인이적용받을법을기호에맞게선택하여규

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12].

「개인정보보호법」제75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

의동의를받지않고개인정보를수집한자에대하여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

법」제71조 제1호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

보를 수집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형벌을부과하고있다. 즉, 동일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은 행정질서벌, 특별법은 형

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위

법한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강한 처벌을하는이유

즉, 사회적비난가능성이훨씬높아야한다[5,12,30]. 하지

만 본 행위는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가,

오프라인으로개인정보를수집·이용 하는가에대한차이

만있을뿐사실상같은행위에대하여서로다른처벌규

정을 두어 처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5,12,30].

이외에도「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의

벌칙조항에 대한 부분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개인정보보호법」제75조 제1항 제2호의 만 14세

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할때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지않은자에대하여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

는 규정과「정보통신망법」제71조 제1항 제8호의 법정

대리인의동의를받지않고만 14세미만인아동의개인

정보를수집한자에대하여 5년 이하의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개인정보보호법」제

75조 제2항 제1호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정보통신망법」제76조 제2

항 제1호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을공개하지아니하거나알리지아니한자에대하여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개인정보보호

법」제75조 제3항 제6호의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

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정보처리자와 영업양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정보통신망

법」제76조 제2항 제2호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개인정보보호법」제75조 제3항 제8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지않은자에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75조 제3항 제7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정보통신망

법」제76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는 규정,「개인정보보호법」제75조 제2항 제4

호의개인정보를파기하지않는자에대하여 3천만원이

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과「정보통신망법」제73조

제1의2호 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의 많은 부분에서 처벌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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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4.4.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리규제의 필요성
앞서 논의했던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개인정보처리자

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논의와 자율규

제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현행「개인

정보보호법」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 규

제해야 한다는 논의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의는 2011년

일반법이자통합법인「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을토대

로기존에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나누어규제하던개인

정보보호법제체계를통합규율하는체계로변경하는과

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의 차이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국민

으로대표되는민간기관의경우헌법상기본적으로자신

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모든 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4,17,29,43]. 단, 이러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

다[4]. 국가·기관등으로대변되는공공기관의경우이와

는반대로법률에근거하여행위를하여야하며특히, 개

인정보의수집·이용 등국민의자유및권리와관련된행

위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행위

해야 한다[29,47]. 즉, 민간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를수집·이용할수있고예외적으로개인정보수집·

이용 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

으로개인정보수집·이용행위를금지해야하고예외적으

로개인정보수집·이용을허용해야한다는각기다른특

징을 가지고 있다[29].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같은 기준 아래 무조건 통합 규율

하고 있는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을「개인정보보호

법」내부에서공공부문에관한장과민간부문에관한장

을 만들어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율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4,17,29,31,43].

4.5 기타
기타논의로의료법상의료개인정보 “파기”에대한문

제가 있다[33].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의료개인정보

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및검사소견기록 5

년, 방사선사진및그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

기록부 5년, 진단서등의부본 3년으로규정하고있다. 이

러한 의료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법시

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

기하여야한다. 그러나의료개인정보는다른개인정보와

는다르게환자의병이재발하였을경우또는환자의이

후 다른 병에 대한 진단이나 진료에 결정적인 참고자료

역할을하므로의료개인정보에대해서엄격한파기규정

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33].

5. 결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

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개

인정보보호법과각특별법들사이에체계정합성에많은

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이는개인정보를처리하는기업

및 사업자들에게 강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지우는 역할

을하는것뿐만아니라이마저도법적예측가능성에혼

란을 주어 소비시장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13].

이러한개인정보보호법의문제점들을다루고있는선

행 연구들은 각 연구자들의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논의

가 파편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특별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다

른 특별법들 사이의 부정합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고. 학문적인관점에서는처음개인정보보호법제를접

하는 초기 연구자 및 후속 연구자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

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화 되어있는 개

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

고 이해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부정합성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파편화 되어있

는 문제점들을 취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구글스칼라,

디비피아, 리스, 교보문고 스칼라를 대상 DB로 하여 체

계부정합성및문제점에관한각키워드를나누어검색

하여총 653,279건의연구자료를 1차적으로검색하였다.

이 자료를 대상으로 메타분석 기법을 통하여 총 39개의

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의문제점을다룬기존연구들을

최종적으로검토· 선별하여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의문

제점을 분석하고 취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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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 이는국내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적합한연구방법이지만동시에해외연구를참고하여비

교·분석하지못한점은본연구의아쉬움으로남는다. 또

한 본 연구가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

호법제의문제점들을모두취합하고정리하여초기연구

자및후속연구자들이빠르고효율적으로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 성

격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위한뚜렷한대안제시가부족한점또한후속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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