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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인가 활용의 대상인가?: 위치정보 규제에서 미국사례의 시사점
권향원(성균관대학교)

신기술의 가속화 된 발전은 ‘위치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창출해 내고 있다. 

가령,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에 필수로 장착되어 있는 네이게이션 시스템에서부터 2016년 전 세

계를 강타하였던 포켓몬고(Pokemon Go) 게임에 이르는 일련의 신서비스들을 예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일상적인 상식에서 ‘개인정보’란 주민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숫자로 이루

어진 식별정보들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신기술의 가속화 된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의 개

인정보가 등장하였으니, 그것은 한 개인의 “위치정보”(location inform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위치정보란 개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등 IT기기에 일종의 쿠키정보로서 기록되는 사용자의 위치

좌표에 대한 기록정보를 의미하는 데, 오늘날 일상에서 교통, 날씨 등 개인이 향유하는 수많은 

IT서비스들이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치정

보는 피부로 쉽게 체감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치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첨예한 시각의 대립이 있다. 가령, 어떤 이는 

위치정보를 산업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자 자산으로 바라보고, 이에 이를 적극공유하고 활용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반면, 다른 이는 위치정보를 개인의 사적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바라

보고, 이에 이를 보호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활용’과 ‘보호’라는 대립적인 

인식방식은 “위치정보”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보다 실효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인식을 견지해야 하는가?

전술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위치정보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위치정보는 보호의 대상”이

라는 정의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도 드물게 위치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법을 명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남선미 외, 2014).

물론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다. 일견 위치정보가 

사용자의 경로변동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정형 자료이며, 이에 주민번호와 같이 고정된 

정형자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위치정보=

개인정보”일 수 있음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심리적 사각지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위치정보”

라는 개념과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적인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일상적인 패턴 위에서 예측가능하게 이동하며 살

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가령, 일반적인 직장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과 직장을 오고가는 패턴

화 된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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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일정 규모 이상의 위치정보 자료들을 분석한다면, 개인의 거주지, 직장 등의 좌표정보를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

닌다고 할 수 있다(이민영, 2010).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낯설고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대상이 지닌 위험과 위협을 과도하게 측정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기 쉽다는 

점이다(전응준, 2013). “위치정보” 및 이를 활용한 기술영역은 예시하였던 네비게이션과 일부 게

임영역 뿐 아니라 산업영역 전반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를 “보호

의 대상으로 만” 인식하는 일면적인 태도는 한국의 산업적 잠재력과 혁신력을 다리 절게 할 수 

있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례는 ‘보호’와 ‘활용’ 사이의 딜레마에서 보다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모습은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미국의 사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제1절 위치정보의 개념과 활용영역은 무엇인가?

1. 위치정보와 위치정보서비스

위치정보는 GPS 등 사용자가 지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위치 혹은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

터로 축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치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수집된 좌표정보를 통칭하여 의미

한다(Theodorakopoulos et al, 2014). 위치정보는 오늘날 IT와 모바일 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술의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산업적인 잠재력이 매우 막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특히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산업서비스는 흔히 “위치정보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라고 부른다(Niu et al, 2015).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i) 첫째, 개인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반대급부로서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

는 방식이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상의 실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어

떠한 개인이 미술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그는 스마트 폰에 설

치된 앱을 통해 우산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내가 있는 곳의 현재 날씨와 시간을 체

크한다. 그리고 집을 나선 그는 버스정류장에서 앞으로 도착할 버스의 도착시간을 추정한 판넬

을 확인한다. 그는 미술관에 도착하여 미술품 자동안내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대여한다. 감상

을 원하는 미술품 앞에 서자 개인의 위치를 파악한 단말기로부터 해당 작품에 대한 맞춤형 설명

과 안내가 나오기 시작한다. 감상을 마친 그는 식사를 위해 주변 식당을 검색한다. 스마트 폰의 

맛집 앱은 현재 위치에 기반하여 가장 가까운 곳의 식당 등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상으

로 예시한 이러한 예는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향유하

고 있는 위치기반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위치정보가 

휴대단말기 등 스마트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와 소통되기 때문이며, 그 속도가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술적 진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유성호, 2008).

(ii) 둘째, 개인의 이동경로들을 수집하여 이를 일종의 종합적인 빅데이터로 치환하여 이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개인의 행태패턴(behavioral pattern log)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

과 속성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일종의 마케팅 서비스

이다(최우성 외, 2014).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개인이 영화관에 방문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면 해

당 개인은 영화감상을 주된 취미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영화와 관련된 맞춤형 서비

스와 프로모션을 제공함으로써 마케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개인의 행태패턴

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빅데이터를 기존의 텍스트나 숫자 형태의 전형적인 빅데이터와 구분 

짓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간빅데이터’라고 부른다. 공간빅데이터는 실시간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빅데이터라는 점에서 3V(Variety, Volume, Velocity)의 특징을 보인다(김민수, 2014). 한편, 공간

빅데이터는 관리해야 할 디지털 데이터의 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관리의 복잡도와 난

이도를 아울러 증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공간빅데이터는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혁명적 발전과 이용자

의 급증으로 대변되는 현대의 상황을 바탕으로, 스마트 폰의 모바일 혁명, 사물정보통신(Internet 

of Things: IoT) 서비스의 활성화 등의 변화와 맞물려 그 양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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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서비스내용 사례

재난/안전

긴급출동 서비스

(Roadside Assistance)

보험, 카드(ex. American Express), 자동차 등의 사업

자가 차량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서비스를 제공

구호 서비스

(Emergency Services)
모바일 폰을 바탕으로 한 911 구호 서비스

개인 위치추적

(Person Tracking)

모바일 폰 및 식별 가능한 팔찌 등을 활용한 개인 위

치정보 추적 서비스

화재경보

(Fire Announcement )

화재 위험 혹은 발생 지역 내부의 사용자에게 알람이

나 안내를 발송하는 서비스

레져

/엔터테인먼트

위치정보 게임

(LBS Gaming)

Treasure Hunts, Laser Tag, Paintball, Quiz Games

(ex. Scvngr)

위치검색 서비스

(Locating Spots)

Locating Hotels, Night Clubs,

Restaurants

여행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Navigation of Vehicles)

Beat the Traffic, or INRIX Traffic Maps, Routes &

Alerts)

보행안내

(Instructions to Pedestrians)

교통정보

(Traffic Information)

날씨정보

(Weather Information)
Google Maps

자동 체크인

(Automatic Check-in)
Ez Pass, Toll Watch

소셜/SNS

모바일 데이트

(Mobile Dating)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매칭 확률이 높은 대

상을 식별 및 소개하는 서비스

친구찾기

(Friend Finder)

일종의 친구찾기 기능으로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인접

한 곳에서 상대를 식별하는 서비스

(ex. Foursquare, Google Latitude)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Social Media Apps)

사용자가 SNS 등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위치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것

쇼핑/상업

모바일 커머스

(Mobile Commerce)
사용자의 위치정보 혹은 위치정보의 행태적 패턴을 

바탕으로 쇼핑 카탈로그 등을 발송하고, 쇼핑의 맞춤

형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하는 것.

“Smart Shopper” (by HP lab)
상업광고 알림

(Commercial Alerts)

지오-메시징

(Geo-messaging)
“BluePoint”, “Loopt”, “Dodgeball”

기부

(비상업적)

매칭 마켓

(Matching Markets)
“mobile fringe”, “Near Me” (Sony Erricson)

지리

건물 내 위치식별

(Indoor Location Awareness)

Mobile ArcGIS, Intel+AeroScout (Intel CORE iV

Pro)2

우편물 추적

(Resource Tracking)
Package, Service People,

IDG(International Digital Group)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경에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약 90ZB(=90조GB)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위치정보서비스(LBS)로 대변되는 새로

운 산업 영역의 기술적 확산과 발전으로 견인되어 발전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활발

하게 탐구 및 적용되고 있다.

<표 15-1> 주요 위치정보서비스(LBS) 기술영역1

1 Retail Companies: Yelp, Foursquare, Tinder, Gowalla, Groupon, Google Places, SCVNGR, Shopkick, Loopt, Open Table, 
Fandango, Vouchercloud, Nearby Feed, GetGlue, Google Latitude, Facebook Places, Urbanspoon, Sonar, Geoloqi, Instagram



교육/학습
맞춤형 학습

(Contextualized Learning)

사용자의 위치정보 등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의 

교육컨텐츠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것.

2012년 이후 미국에서 위치정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학술적 배경에는 단연 앨빈 로스(Alvin Roth)의 매

칭마켓과 시장설계 개념이 있다. 앨빈 로스(Alvin Roth, 61, 하버드)와 연구자인 로이드 샤플리(Lloyd Shapley,

89, UCLA)는 2012년에 자원의 안정적 배분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현실의 다양한 시장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애덤 스미스의 일반 시장이론이 지닌 한계는 교환에 참여하는 참

여자들의 인지적 한계(bounded rationality)로 인하여 시장교환이 최적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그런데 교환의 매개가 되는 존재 즉 브로커(broker)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교환이 보다 수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로스와 샤플리는 이를 시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소라고 이야기하였다.3

이러한 브로커로서 제시된 것은, 양방향 매칭(two-sided matching)이라는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의 경제주체

들이 상대방 집합의 주체들에 대해 개별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두 집합의 주체들을 하나씩 쌍으로 맺어

주는 매칭을 찾는 문제를 의미함. 이들은 이를 위해 잠정 수락(deferred acceptance)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4 한

편, 이러한 잠정 수락 알고리즘이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두 집합의 주체들이 서로의 선호와 

인접성(proximity)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선호 및 인접성이 서로 알려지는 것이 기술적으

로 불가능하였으나, 개인의 행태를 쿠키정보로 하는 행태 알고리즘 분석(ie 빅데이터)과 위치정보서비스(LBS)를 

통한 위치정보의 기술적 추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이후 위치정보서비스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효율적인 매칭마켓의 구현에 있어서 하나의 키(key)가 되는 

기술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2. 미국의 사례

위치정보서비스(LBS)의 상업적인 기술영역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이다(김미희, 2015). 실리콘 벨리를 비롯한 기술벤처들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바

탕으로 다양한 혁신과 실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게임(game)이나 엔터테인먼

트 영역과 같이 사용자의 수요적 니즈(needs)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위치정보는 비단 상업경제 영역에

서 뿐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사회경제(social market)의 측면에서도 그 활용성이 모색되고 있기

도 하다. 가령, 장기기증자와 장기수요자의 매칭(matching) 또는 사회서비스 봉사자와 수요자의 

매칭(matching) 등의 측면에서의 활용논의를 예로 들 수 있다.

<표 15-2> 참고개념: 매칭마켓(matching market)

미국 등 선진국은 위치정보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논의와 개발 및 혁신을 토대로 위치정보가 

지닌 무궁무진 한 산업적 잠재력을 탐색하고 있다. 가령, 2016년 출시 된 후, 엄청난 인기를 끌

고 있는 “포켓몬 고”와 같은 모바일 게임도 궁극적으로는 위치정보와 증강현실의 두 기술 영역

의 융합으로 나타난 혁신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finTech) 등 금융과 인증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적인 잠재력과 전망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아래의 <표>에 제시한 대로 위치정

2 Technical Issue: Real-time Locating Systems (RTLS), Narrowing Access Points, Wifi-based LBS vs GPS-based LBS
3 Roth, A. E. (2002). The Economist as Engineer: Game Theory, Experimentation, and Computation as Tools for Design 

Economics. Econometrica, 70(4), 1341-1378.
4 Roth, A. E. (2007). The Art of Designing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85(1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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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2010년 전망

(2009년 연구)

2015년 전망

(2014년 연구)

연평균 성장률

(GAGR)

Gartner5 27 122 149%

Pyramid Research6 28 103 137%

ABI Research7 26 147 161%

보의 시장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률을 통해 그 양적, 질적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표 15-3> 위치정보 시장전망 (미국자료)

(단위: 억달러/Billions of Dollars)

출처: 남선미 외.(2014:143)를 재구성

이러한 산업적 잠재력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미국은 위치정보를 활용이자 진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부문에 대하여 개략적인 이념

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부문의 자율을 추동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김미

희, 2015).

제2절 한국의 규제중심적 접근이 딛고 있는 논거는 무엇인가?

1. 프라이버시 보호대상으로서 위치정보

한국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하여 보호의 측면에 방점을 두고 규제중심의 접근을 선택하고 있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규제중심 접근의 논거는 위치정보와 이에 기반한 미래 서비스들

이 엄청난 산업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나, 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의 위험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2015 Wireless Technology Forum8에 따르면, 최근 위치정보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사용자

의 위치정보가 사용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모바일-비모바일 ICT 기기들에 상호연동 되어 끊임없

는 흐름(flow)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향후 다양한 모바일 혹은 비모바

일 IT 기기들이 서로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연동되어 한 개인의 행태패턴을 총체적으로 보여주

는 공간빅데이터로 진화하게 될 것을 함의한다. 가령 한 개인이 아침에 일어나 (i) 스마트폰을 

통해 날씨를 체크하고, (ii) 자동차를 몰고 일터로 나아가, (iii) 직장 안에서 테블릿을 들고 업무

상 이동을 하였다고 할 때, 위 세 가지 활동들에 사용된 스마트폰, 자동차, 테블릿과 같은 서로 

다른 ICT기기들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일종의 쿠키정보(cookie)로 끊임없이 연동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록 및 활용하도록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5 http://www.gartner.com
6 http://www.pyramidresearch.com/
7 https://www.abiresearch.com/
8 http://wirelesstechnologyforum.org/archive/1599/



산업유형

(Categories)

위반껀수

(Breaches)

유출자료껀수

(Records)

Banking/Credit/Financial
47

(9.3%)

444,569

(0.3%)

Business
199

(39.4%)

762,319

(0.5%)

Educational
44

(8.7%)

740,700

(0.5%)

Government/Military
39

(7.7%)

28,191,684

(20.2%)

Medical/Healthcare
176

(34.9%)

109,561,323

(78.4%)

총계
505

(100%)

139,667,595

(100%)

한편, 이는 개인의 위치정보로부터 도출된 개인정보의 유출과 심대하게 관련될 수 있는 바, 

공간빅데이터가 야기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유출 등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공간빅데이터는 개인의 행태 패턴 정보를 일종의 쿠키(cookie) 혹은 로그(log) 정

보의 형태로 담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남지연·나종연, 2009). 가령, A라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다보면 A가 

가장 빈번하게 오래 머무는 곳으로 거주지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공간정보는 개

인을 ‘식별’(identification)하도록 하는 민감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는 경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융합의 패러다임에서 이러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사례는 그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최소규제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

고 할 수 있다(<표 15-4>참조).

<표 15-4> 개인정보 침해현황 (미국자료)9

출처: Identity Theft Resource Center (2015:4) 정기보고서10

 

2. 규제적 대응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각국은 나름의 법·제도적 대응노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주

로 위험요소에 대한 규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주요한 과제로 두고 사회적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것은 일견 매우 당연하고 자

연스러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과다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산업적 잠재력을 초기에 저해하

고 있다는 점이다. 

9 여기에서 위반(Breach)의 개념은 주민번호(i.e. social security number), 운전면호 번호, 의료기록, 금융기록 등 개인의 프

라이버시와 관련 된 정보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미국은 이러한 위반의 발생 후 그 즉시 

사용자에게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다. 이를 ‘보안위

반고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라고 부른다.
(http://www.ncsl.org/research/telecommunications-and-information-technology/security-breach-notification-laws.aspx)

10 http://www.idtheftcenter.org/images/breach/DataBreachReports_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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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미국 유럽 일본
위치정보

사업자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자

독립적인

위치정보법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관련법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The

Telecommunication

Act, 1996[14]

Directive

2002/58/EC[15]

전자통신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허용기준

이용자의 동의 

긴급구조 요청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 경찰기관

이용자의 동의

응급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직계가족에게 

통보하는 경우 

비상사태 대응

이용자의 동의 

법 집행기관

구급차 서비스

소방대제공

이용자의 동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르는 경우

기타 위법성 

저촉사유가 있는 

경우

보

호

대

상

개인위치정

보
○ ○ ○ ○

위치정보 ○ × × ×

사

업

규

제

사업허가 허가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임원 

결격사유
○ × × × ×

양도/양수

합병/분할
인가 신고 - - -

휴지/폐지 승인 신고 - - -

이용약관신

고
○ × × ×

위치정보보

호조치
○ ○ ○ ○

수

집

이

용

동의 ○(옵트인) ○(옵트아웃) ○(옵트인) ○(옵트인)

고지 ○ ○ ○ ○

제

공

동의 ○(옵트인) ○(옵트인) ○(옵트인) ○(옵트인)

고지 ○ ○ ○ ○

제공내역 

통보(매회즉

시)

○ × × ×

파

기
즉시파기 ○ ○ ○ ○

지도 국외 

반출금지
○ × × ×

제 손해배상 ○ ○ ○ ○

이는 <표 15-5>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위치정보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표 15-5> 위치정보를 둘러싼 국가별 규제항목 비교



재

조

치
형사적 제재 ○ × × ×

국가 정의 관련법규

한국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

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

위치정보보호법

미국
고객통신망정보(CPNI):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포괄적인 정보(이

용자 위치정보 명확히 포함)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11 12

EU
공개된 전자통신서비스 사용자의 단말기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전자통신네트워크 또는 전자통신서비스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Directive 2002/58/EC13

일본 이동체 단말을 소지한 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

인

출처: 남선미 외 (2014:145)의 재구성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인가, 승인, 신고 등의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스마트폰 등 IT기반의 산업을 주요한 산업견인의 동력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

한 규제의 현 상황은 다소 의외인 일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표 15-6> 국가별 위치정보 정의비교

국가별 위치정보에 대한 관련법규를 근거로 각 국가별 정의를 <표 15-6>을 통해 비교하여 보

면, 한국의 경우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매우 상세한 규정을 지니고 있고, 「위치정보보호

법」의 구체화 된 법령을 지니고 있는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 EU, 일본은 상대적

으로 추상적인 법령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있어서 포괄적인 정보 

중 하나로 위치정보를 최소로 정의함으로써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빗겨가

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한국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매우 촘촘한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위치정보를 산업적 활용 측면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

음을 함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전술한 대로, 사회의 공공성을 앞에 두어야 하는 공공

11 미국은 위치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보호 및 규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당

국은 불필요한 위치정보의 수집과 보유가 부당한 공개 및 오용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

고, 이에 위치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사용자(user)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위치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 들 수 있는 것은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로 ‘통신서비스 

사용자의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위치정보를 규율하는 미국 내의 최초 법이며, 특히 

제222조 "Privacy of customer information"의 (a)항에서 전자통신사업자의 고객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c)항에서 ‘고객

소유네트워크정보(CPNI, 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에 대한 법규의 허용 또는 고객의 동의가 없는 사용

과 공개의 금지 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12 미국은 응급구조 요청과 같은 긴급상황에 있어서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공공구조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조항을 주고 있다. 가령,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와 ‘연방통신위원

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규정 중 "FCC Wireless 911 Requirements"를 예시로 들 수 있다.
13 이는Directive 95/45/EC로부터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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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접근의 합리성은 납득 가는 일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이렇게 촘촘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언뜻 규제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

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령, 한국의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위치

정보 뿐 아니라, 개인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위치정보 역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위치정보를 상업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일반을 폭 넓게 규제하고 있

다.

반면, 미국은 ‘활용’에 강조점을 두고 산업부문을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는 국가로 구

분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치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보호 및 규제를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분야별 또는 특정 개인정보호의 보호법을 위하여 개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제의 강도와 범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리고 위치정

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어째서 규제에 대하여 이렇게 서로 상이한 시각과 접근을 가지고 있

는가? 그렇다면 한국도 미국처럼 규제를 철폐하고 일종의 권고로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다 타

당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연속된 질문들을 우리에게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

의 장에서 대답을 구해보도록 하겠다.

제3절 미국의 규제완화는 어떠한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가?

1. 미국의 규제완화의 배경과 의미

미국의 정책방향은 산업진흥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 하되 규제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자율규제의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은 법제적 측면에서 하향식 통제와 규제를 지양하고 산업부문의 ‘자율규제’와 ‘자기통제’

를 규범적 지향한다. 즉 미국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법제’(omnibus)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

다. 이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맥락적인 특수성 때문이다. 미국은 거대한 영토와 방대한 인구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법·제도를 통해 이러한 복잡성, 다양성, 변동성을 모두 담기에 역부

족인 측면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자각은 미국의 정치와 행정에 일종의 사고회로를 제공하

였는데, 그것은 법, 제도, 조직을 최소화 하되 사부문의 자율성과 자기규제를 증대하는 자유주의

적 원리를 국정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위치정보에 대한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부문 완화된 규제가 관

측된다. 이에 미국은 개별적인 영역 및 업종, 개별적인 주정부 및 자치정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법제의 마련을 통해 접근하는 부문별·지역별 법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에 있어서 제1선의 대응은 “개인정보보호의 

기술개선”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철학을 지

니고 있다. 이에 산업부문으로 하여금 스스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PETs)을 강화하도록 지도하

고 있다. 예컨대, 만약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징벌적인 보상을 가하

도록 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침해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접근을 선택한다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더하여, 미국은 발달된 소비자 운동 등으로 인하

여 이러한 접근이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산업으로 하여금 자율성을 가지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산

업자율주의의 접근은 미국의 스타트업 혹은 벤처 산업이 혁신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동

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처음부터 진입장벽에 가로 막혀 

지체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이 제안한 기술의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기술(PETs,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그 규모가 더욱 확장 중이다. 이에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에 투자하고 연구할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2. 프라이버시 보호기술(PETs,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은 매우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본 장에서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운용하

는 참여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상호연관되는 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만을 

수행하겠다. ‘보안성’의 문제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위치정보서비스’는 ‘사용자’(user)의 위치정보를 식별하여 정보의 형태로 제공하는 ‘위

치제공자’(LP, Location Provider)에 의하여 가장 먼저 수집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제공자’(SP, Service Provider)가 모바일 앱, 인터넷 컨텐츠 등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컨대 ‘위치정보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3대 주체는 ‘사용자’(user), ‘위치

제공자’(LP, Location Provider), 그리고 ‘서비스제공자’(SP, Service Provider)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1] 위치정보서비스 운용주체의 상호연관 메커니즘과 PETs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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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은 크게 “사용자-LP”의 관계 또는 “사용자-SP”의 관계에서 활

용된다.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다:

(i) 첫째, 사용자와 LP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보호기술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난독

화(obfuscation) 전략이다. 난독화는 사용자의 위치정확도를 낮춤으로써 사용자를 찾기 어렵게 하

는 것을 의미한다. LP가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에 있어서 가령 100제곱 미터의 범주 안에서만 사

용자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식별도구의 정확도를 일부러 떨어뜨리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등의 기법을 들 수 있다14.

(2) 익명화(anonymity) 전략이다. 익명화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LP나 SP에게 제공하

지 않고, 제3의 인증기관(CA, Certificate Authority)으로부터 발급받은 ID나 비밀번호 정보를 통

해 간접적으로 우회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LP가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

도록 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k-익명화’(k-anonymity)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한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들의 세트(set) 안에 섞어두어 서로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법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 사용자의 숫자를 k로 변수

화 한다고 하여 k-익명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LP가 수집하

고 있다고 했을 때, A의 정보를 유관한 개인들의 집합인 “K set = {A, B, C, D, E … K}”에 넣

어두고 이들의 정보를 한꺼번에 LP로 송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앞선 난독화 전략이 위치의 

정확도를 낮추는 전략이었다면, 익명화 전략은 개인의 정확도를 흐리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k-set를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보다 흐려지고 반대의 경

우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김미희, 2015).

(3) 가짜자료(fake data) 전략이다. 이 전략은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위치정보의 경우 이를 

모바일 단말기 내부에 버퍼(buffer)의 형태로 기억하도록 만들어 LP가 이를 자주 수집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15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사용자에게 민감한(sensitive) 장소를 단말기가 기억하

도록 해두고, 그곳에 갈 때마다 이를 다시 꺼내어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저장된 정보의 활용은 

14 김미희. (2015). 위치공유기반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의 설계 방향 제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101-108. 

15 Damiani, M. L., & Cuijpers, C. (2013). Privacy challenges in third-party location services. Paper presented at the Mobile 
Data Management (MDM), 2013 IEE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일종의 전자지문(e-fingerprint) 등 인증절차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ii) 둘째, 사용자와 SP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보호기술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SP가 

사용자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성의 문제를 주로 다

룬다. 가령, 악의적인 공격자가 정보를 가로채거나 엿보는 행위 혹은 SP 자체가 신뢰성이 낮아

서 허위 서비스 등을 미끼로 사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HTML 기반의 웹브라우저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로 이에 

대한 해법 역시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가령, SSL/TLS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체계(CA, Certificate Authorit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

면,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SP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SP가 신뢰할 만한 주체인지에 대한 ‘공

적인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SP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인 가령 브라우저나 앱(APP)이 

보안성의 표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따라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가장 주요한 방식은 신뢰할 만한 제3자가 SP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SP와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인증을 준거로 SP를 신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우리는 흔히 규제를 지워나가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일원적으로 정의하기 쉬우며, 이에 최소

규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이에 대한 논거로 자주 원용하곤 한다. 그러나 지

금까지의 논의가 함의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 규제를 지워나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

백을 메꿀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을 선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

시로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PETs)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를 던져준다.

첫째, 그렇다면 우리의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미

국의 사례는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산업부문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접근할 것을 요

청함으로써 규제완화의 공백이 지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장

기적으로 시장경쟁력과 기업신뢰를 강화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이 한국에서는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이 

실효적이기 위해서 어떠한 선조건과 여건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일까?

둘째, 한국의 국내 규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 뿐 아니라 상위의 법과 다

른 개별법들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제도의 구조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에 김선남·이환수(2014:22)은 “예컨대 시행령, 규

칙, 고시를 포함 지켜야 할 것들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그 구성이 복잡하고, 법률 간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기술이나 정책

을 펼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표 7> 참조).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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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관련분야 법률명 소관부처

일반

법
- 개인정보보호법 안전행정부

개별

법

공공부문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국가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민간부문

정보통신분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안전행정부 법무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화기본법 안전행정부

상거래 분야

전자거래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서명법 안전행정부

금융·신용 분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정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한 규제체계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마구 얽힌 실타래를 풀기위해선 우선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 구조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표 15-7>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출처: 김선남·이환수(2014:23)

셋째, 기술이 끊임없이 변동하고 우리의 삶을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동시키는 오늘날 대응

이 굼뜰 수밖에 없는 규제적 접근은 언제나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일정부문 지

체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15-2]에 표현된 바대로 사회변동에 따른 규제대응의 

필연적인 시차가 자주 제도와 현실의 부정합을 야기하게 되기 쉬움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이러

한 시차의 패러독스 하에서 우리의 규제개혁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까.

[그림 15-2] 사회변동과 규제의 대비시차



참고문헌

분야별 충격
(문제발생)

개별분야의
필요성 자각

분야별
개별법 형성
(법·제도화)

기술변동 및 
환경변동
(부정합)인식 시차 실행 시차

내부 시차 외부 시차

정책 시차

  

무릇 신기술과 신산업은 대두 초기의 ‘선도효과’를 성장의 원천으로 한다. 그리고 법·제도가 

내부모순을 안고 산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문제는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많은 갈등과 질척임을 

담고 감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선도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

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권향원 외, 2015). 따라서 신기술 산업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담겨 있는 법체계의 모순과 상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개선해 가기 위

한 규제개혁의 몸짓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권향원·김혜정·유영철. (2015). 전자정부 고도화에 따른 공급자투입중심 논리의 한계와 대응: 전자정부 표

준프레임워크 사례의 소개 및 시사점 지역정보화학회지, 18(3), 155-181. 

김미희. (2015). 위치공유기반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의 설계 방향 제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101-108. 

김민수. (2014). 국내외 공간빅데이터 정책 및 기술동향. 「국토」, 30-39. 

김선남·이환수. (2014).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

책」, 21(4), 20-39.

남선미, 박민수, 김경신, & 김승주. (2014). 위치기반서비스(LBS)의 규제와 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15(4), 141-152. 

남지연·나종연. (2009). “소비자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2), 81-102.

유성호. (2008). 위치기반(LBS) 모바일게임의 활성화방안 -국내게임과 해외게임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1), 74-84. 

이민영. (2010).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이슈. TTA 저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2(0), 



참고문헌 17

61-66. 

전응준. (2013).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8(1), 203-242. 

최우성, 임준엽, & 황병연. (2014). 트위터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성향을 고려한 트윗 수집 시스템. 한국공

간정보학회지, 22(3), 1-8. 

Niu, B., Li, Q., Zhu, X., Cao, G., & Li, H. (2015). Enhancing Privacy through Caching in Location-Based 
Services. Paper presented at the Proc. of IEEE INFOCOM.

Theodorakopoulos, G., Shokri, R., Troncoso, C., Hubaux, J.-P., & Boudec, J.-Y. L. (2014). Prolonging the 
Hide-and-Seek Game: Optimal Trajectory Privacy for Location-Based Service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13th Workshop on Privacy in the Electronic Society, Scottsdale, Arizona,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