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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정부 기관 간 국민 개인정보 공유
정책 도입 추진
개인정보 공유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 개선 도모

▶ 영국 내각부는 정부 기관 사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정책안 구체화
및 검토 작업을 진행 중
▶ 영국 정부는 ‘정보 통합 및 연계 강화를 통한 국정 효율성 및 공공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특히 ▲연구 및 통계 자료로
활용, ▲국민 개인에 대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 ▲정부 부패·오류·부채의 발생률 감소 등에 집중 적용할 방침
▶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 동의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국민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될 것을 우려
▶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정보 공유 정책 도입에 따른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법제화 추진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 내·외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Ⅰ. 영국 내각부, 국가 정책 효율성 증대 위해 부처 간 국민 개인정보 공유 체제 준비
▒ 영국 내각부 1) 는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기관들 간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공유 정책 도입을 고려 중
• 해당 정책은 지난 4월에 프랜시스 모드(Francis Maude) 내각장관이 직접 제안했으며, 내각부 산하
데이터공유 정책팀2) 은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정책 추진 계획 구체화를 위한 제반
사항들의 검토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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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공유 정책팀의 문서에 따르면, 영국의 정부 기관끼리는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각 부처 간 보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고 주장

1) Cabinet Office
2) Cabinet Office’s Data Sharing Polic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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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현재 영국의 정보보호법3) 이 국민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소유와 접근 권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
• 국민 개인정보 데이터셋이 분산된 형태로 보존됨에 따라,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일관성 부족과 종합적인 정보 파악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정보 공유 정책은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부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지능적이며 신속하고 비용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보 공유 정책은 개인의 차량 면허 소유 여부, 범죄 기록, 에너지 소비량 및 교통 패스 이용 여부 등과
같은 정보까지도 모든 정부 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
• 이는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셋을 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활동 및
인구 동향 모니터링, 범죄 예방 등과 같은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에도 기여

▒ 영국 정부는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연구 및 통계 자료로 활용, ▲국민 개인에 대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 ▲정부 부패, 오류, 부채의 발생률 감소 등을 제시
● 영국 정부의 부정 부패 및 행정 오류에 따른 예산 지출 규모(’13년)
상세

규모

부정부패에 따른 행정 지출 손실

70억 파운드(11조 9,000억 원)

세금 횡령 및 지하 경제

150억 파운드(25조 5,000억 원)

오류에 따른 손실

145억 파운드(24조 6,500억 원)

기타 행정 지출 손실

70억 파운드(11조 9,000억 원)

측정되지

세금 횡령 및 지하 경제

60억 파운드(10조 2,000억 원)

않은
지출액

오류에 따른 손실

20억 파운드(3조 4,000억 원)

탈세 등 민간 부문에서 발생되는 세금 관련 사기에 따른 손실

50억 파운드(8조 5,000억 원)

측정된
지출액

합계

출처: iResearch(’14.4.14)

3) Data Protection Act

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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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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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통계청4) 정보에 대한 접근은 경제 정책이나 정부 재정 운영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통계 및 근거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상황, 소득 수준, 에너지 소비량, 범죄
발생률 등의 정보와 결합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 개발에도 적용 가능
• 또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 간의 정보 공유는 보조금 제공, 실업 지원, 특수 가정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
• 무엇보다 각종 부정부패, 행정 오류, 부채 등으로 연간 약 370억 파운드(약 62조 9,000억 원)5) 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보 공유 정책은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

Ⅱ. 민감한 개인정보의 임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 영국 내 사생활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진영은 내각부의 정보 공유 정책이 국민의 동의나 알림
절차 없이 각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비판
• 이번 정책에서는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 응급 서비스 센터, 경찰, 교육 기관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외부 기관까지도 정보 공유의 범위에 포함
• 그러나 다수의 기관들에게 임의로 정보 활용을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이 가중
• 내각부의 정책 문서 초안 상에는 정보 공유 기관 선정이 타당한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선택사항(option)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영국 국민들은 이와 같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

▒ 정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광범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출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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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07년, 영국에서 우편 사고로 인해 250만 명의 아동 복지 혜택 기록이 담긴 CD가 분실되며 의료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전례가 있어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가중

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5) 영국 내각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예산 지출액만 해당되며, 측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565억 파운드(약 96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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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의료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목적으로 영국 의료서비스국6) 이 구축한 온라인 정보 공유
플랫폼7) 과 관련해 기록에 대한 접속 및 보안 유지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운영 개시 시점이 연말로 미뤄진 상황

▒ 일각에서는 정부의 데이터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개인정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당
정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접근 권한 허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힘
• 영국에서 사생활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NO2ID’의 가이 버허트(Guy Herbert)는
개인정보 공유 정책은 행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감시를 합법화하기 위한 월권 행사로 보인다며 정면으로 비판

Ⅲ. 영국 정부, 정보 공유 정책의 순기능 고려해 충분한 법안 검토 약속
▒ 내각부는 신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밝히며, 국민
개인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
•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및 공무 수행의 협조 체계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막대하다는 것
• 특히, 교육과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 동향 파악을 위해 익명화된 거대 데이터셋에 대한 각
정부 기관의 접근을 개방하고 각 데이터셋의 통합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의 정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강조

▒ 아울러 현재 영국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인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주장

7) care.data

www.kisa.or.kr

6) Natioanl Health Service Englandm(NHS England)

/

2014 Vol.4

민감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

45

• 프란시스 모드 장관은 정보 공유 정책이야말로 급격한 기술 발전 트렌드에 순응하면서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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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조사 기관인 포레스터(Forrester)의 앤드류 로즈(Andrew Rose) 연구원은 해당 정책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부 기관 간의 교류 협력 및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효율성 및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로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
• IT 컨설팅 업체인 쿼서카(Quocirca)의 밥 타제이(Bob Tarzey) 컨설턴드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은 곧 정부의 빅데이터 역량 확보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들의 서비스 향상과
불필요한 예산 지출 감소 등과 같은 가치 창출에 직결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 한편, 내각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데이터와 같이 국민들이 특히
민감하게 여기는 개인정보를 공유 가능한 정보에서 제외
• 정책 제안 문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공유 가능 정보 중 의료서비스국이 추진 중인 정보 공유
정책에 포함되는 의료 정보들은 논외 대상임을 명시

▒ 또한 정책 내용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 데이터셋 관리를 신뢰성 있는 외부 기관(Trusted Third Party)에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 중
•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담당할 외부 기관은 각 기관들로부터 데이터셋을 받아 데이터 통합 작업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접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Gateway)
로서의 역할을 수행 가능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서의 데이터셋 연계 및 통합 작업
이후 원본 데이터들의 폐기 여부와 외부 기관의 권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

▒ 무엇보다 정보공유 정책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보호법이나 유럽
인권보호조약8) 과 같은 사생활보호 관련 법안과 규제를 준수할 것을 강조
• 내각부 대변인은 영국 인터넷 매체 거버먼트 컴퓨팅(Government Computing)과의 인터뷰9) 를
통해 여러 시민 단체들 및 여론에 대해 해당 정책안의 균형과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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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준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

8)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9) Government Computing, Government reviewing data sharing legal barriers, 2014.8.4

영국 정부, 정부 기관 간 국민 개인정보 공유 정책 도입 추진

▒ 내각부 관계자는 정부 기관 간 국민 개인정보 공유 시스템의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정부 내외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프란시스 장관은 ’15년 총선 이후 국민 개인정보 공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가을 중에
백서 형태로 정책 제안을 정식 제출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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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Sharing, http://datasharing.org.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