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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요약(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경제가 통용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러한 기대는 적정 규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의 규제란 어느 정도일까. 규제의 한계에 대해 검토한 법 경제학 적인 
연구 성과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규제에 
대한 일반 이론 정립을 시도한다. 만일 논의가 이론적으로만 전개된다면 
현실에 대한 설명력과 대안 제시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

한 법 경제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재하는 사안에 적용하며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오늘날 규제의 맥락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보건의료정보

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규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한다.   

…………………………………… 

주요어 : 규제,법경제학,개인정보,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학  번 : 2013-21283 

 

Abstract 

 

Law & economics of Regulation 
- Study for harmonizing protection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Korean has strong expectations nevertheless Korea has free market system. These 
expectations linked to a request for adequate regulation. Then, What is the adequate 
regulation? We need to consider law & economics study materials for answering this 
question. By doing so, I try to establish a general theory concerning regulation. If this 
argument goes on solely theoretical way, it has a possibility to lose realistic 
applicability. Therefore I apply these results to a real issue –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hile studying this issue, I try to find a best way to 
harmonize the use and protection using law & economics study results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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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의  소재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론은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정부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입하면 정부의 간섭이 지나쳐서 사회가 

자생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경제가 통용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러한 기대는 “적정 규제”(Adequate regulation)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의 규제란 어느 정도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규제의 한계"(Limitation of regulation)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사전적인 접근방법(Ex ante)인 규제(Regulation)와 사후적인 

접근방법(Ex post)인 소송(Litigation)으로 대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고민은 결국 언제 규제를 할 것이며, 

언제 소송을 하도록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다. 
 

규제와 소송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무엇(Definition of 

regulation)이며, 왜 필요한 지(Necessity of regulation)에 대한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규범적인 접근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시장 실패에 대한 연구 성과로 집적되어 왔다. 나아가 

규제의 한계에 대해 검토한 법 경제학 적인 연구 성과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ase로부터 시작되어 Ogus를 거쳐, Shavell에 

이르는 법 경제학의 역사 전체는 결국 규제의 한계에 대한 연구의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ase는 당시까지 주로 논의되어 오던 규제 방식인 피구 세를 

“상호성"(Reciprocity)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반박하고 법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였다. Ogus는 규제 일반에 대한 법 경제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Shavell은 규제가 적합한 분야와 소송이 적합한 

분야를 나누는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2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규제에 대한 일반 이론 정립을 시도한다. 

규제의 한계에 대한 연구는 결국 사전 예방을 지향하는 동의 

규칙과 사후 책임추궁을 지향하는 보상 규칙의 구체적인 

적용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영역에 보상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며 어떠한 영역에 동의 

규칙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사회문제에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대되면서 파레토 최적①이 달성될 수 있다. 
 
만일 논의가 이론적으로만 전개된다면 현실에 대한 설명력과 대안 

제시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 경제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재하는 사안에 적용하며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오늘날 규제의 맥락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변화하는 ICT현실에서 
기술발전이 제기하는 프라이버시 이슈이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서비스(Clouding), 빅데이터(BigData)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하여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정보 법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보건의료정보 법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규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①
법경제학에서 후생을 이야기할 때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과 “칼도-힉스 효율성(Kaldor-Hicks efficiency)”이다. 파레토 효율성은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타인의 후

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파레토 효율

의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도 표현한다. 경제학 원론에 언급되다시피, 파레토 최적은 모든 사람이 이익

을 보는 (Win-win) 상황을 전제한다. 또는 적어도 한 사람도 나빠지지 않고 이익을 보는 사람만 생기는 

상황을 전제한다. 반면 칼도-힉스 효율성은 누군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이익을 받는 사람이 보상을 해 주

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되는 상황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이 자발적으로 효율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칼도-힉스 효율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효율을 추구할 

가능성이 적게 된다.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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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규제의  법경제학 
 

 

제 1 절  법경제학  방법론  일반 
 

1. 문제제기 
 
적정 규제 수준을 모색하기 위해 법경제학 전반을 

개략적이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의 

최적(Optimal) 수준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법경제학이 가장 

좋은 분석도구 중 하나라는 점이 미국과 유럽을 통틀어 

인정받고 있으나, 한국에는 이 점이 널리 소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주류 법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것과 방향이 약간 달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하 법경제학의 

발전단계별 역사를 개관하며 법경제학의 성격을 분석한다. 
 

2. 법경제학의 역사 

 

법경제학은 법과 제도를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분과라는 점에서 그 기원을 Adam smith나 Bentham, 

Beccaria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법경제학은 Coase의 1960년 논문에서부터 시작된다. 

1937년 저술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대한 

논문을 심화시켜 작성된 1960년 논문은 

“상호성(Reciprocity)”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법과 제도 

설계(Design)가 사회적인 후생 극대화에 미치는 함의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동시대 인물인 Beker는 Beccaria의 

발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인적 자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행동이 특정한 

유인(Incentive)에 반응한다고 전제하면, 범죄행위도 이러한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혼인이나 

출산도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시카고 대학에서 활동한 

Coase나 Becker와는 달리, Posner는 판사로 활동하며 

최초의 법경제학 단행본을 저술하였다. Coase와 B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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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ner의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연구성과 덕분에 

법경제학은 1960년대 미국의 독립적인 학문분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198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학 Ph.D와 로스쿨 JD를 

받아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Shavell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Polinsky 교수, 버클리 대학의 Cooter 교수 같은 사람들이 

거론된다. 이들은 각자 교과서를 저술하여 법경제학이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확립되는 데에 기여했다.② 법경제학이 

미국과 유럽에서 주류적인 법학 분과로 자리를 잡으면서, 

1990년대 부터는 어느 특정 교수가 법경제학의 

대표주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법학과 

경제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확립된 

분석방법론을 가지고 세분화된 영역에 적용하는 신진 

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령 Alessandro Acquisti 처럼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법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신진 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3. 법경제학의 성격 

 
법경제학은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법학이나 경제학, 

경쟁법이나 제도경제학과 구별된다. 법학은 규범을 중시하며 

정당성 논변을 앞세우는 반면, 법경제학은 규범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효율성의 측면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경제학은 사실을 중시하며 효율성 논변을 주로 연구하는 

반면, 법경제학은 사실 뿐만 아니라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경쟁법이라고 

인식되는 경제법과도 분명하게 구별된다. 경제법은 연구의 

대상(Object)을 지칭하는 반면 법경제학은 일종의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이기 때문이다. 법경제학은 주류 

제도경제학과도 구별된다. 주류 제도경제학은 경제학을 

                                            
②
거의 동시대에 유럽에서도 법경제학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규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Ogus 

교수 처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전개하며, 그 분석 방법론으로 법경제학을 이용한 연

구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다만 나라별로 각기 다르게 법경제학 연구를 전개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유

럽에는 법경제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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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삼아 법과 제도를 분석하는 반면, 법경제학은 

회귀분석과 같은 계량 경제학적인 분석수단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개념(Economic mind)을 활용하여 법과 제도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경제학은 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Law and 

Economiocs as Jurisprudence)이다. 법령을 해석하고 

주어진 사실에 적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법과 제도가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역적인 접근을 통해 주어진 규칙을 현실에 적용하며 

이미 경험해온 사회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고안된 법학적인 

접근방법과는 달리, 일종의 법정책학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분석 방법론이라는 점에 있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유인(Incentive)을 

중시한다. 법과 제도를 어떻게 설계(Design)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유인(Incentive)이 달리 설정되게 되므로, 법과 

제도가 지니는 배분적인 함의(Distributive implication)를 

고려하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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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③ 
 

1. 문제제기 

 

규제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언제 필요하며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적정 규제를 고안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의 (Definition), 필요성 및 정당화 

(Necessity & Justification), 한계 (Limitation)의 문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규제란 

국가가 사인의 생활관계에 개입하는 한 유형으로서 

법치주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만일 규제가 수범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명확해야 하고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되어 온 개념 

정의들을 살펴보고, 규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의 

주류적인 분류방식을 통해 그 종류를 살펴보며, 소송이라는 

구별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한 구별을 도모한다. 나아가 

시장 실패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바라보며 그 필요성 

및 정당화에 대해 검토한 후, 경계해야 할 규제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규제의 한계는 곧 소송이 도입되어야 하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규제란 무엇인가 (Definition) 

 

a. 개념 

 

규제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자 기준을 정해 놓고 일관되게 의도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칭④한다.⑤  이러한 규제는 크게 경제적 

                                            
③
최미희, 규제의 법경제학적 연구, 2010, 한국법제연구 

④
 the intentional use of authority to affect behaviour of a different party according to set standards, 

involving instruments of information-gathering and behaviour modification’ (Julia Black, 2001), A 

modern, socio-legalistic definition 
⑤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시장분석및규제개선방안, 2014, 11p 에 따르면, 사전적 의미로서의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으로 정의(국립국어원 표

준국어대사전)되나 규제의 대상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OECD는 2002년 규제관련 보고서

(Goingg for Growth)에서 '규제'를 ‘정부 또는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나 기구들이 정책수단으로 기

업과 국민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요건을 부여하는 법령·조례·규칙들의 총체’로 정의한 바 있으며,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규칙’으로도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규제개혁(規制改革)을 규제 및 관련 행정절차의 성과, 효과성과 법적특징을 향상시키는 변화로 정의함으로

써 규제완화(deregulation) 또한 규제개혁에 속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국 

재무부의 규제관련 보고서인 Hampton Report(2004)에서는 규제를 “좁은 의미로는 중앙정부의 규칙 또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 계획에 의하여 부담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든 조치”로 파악하고 있

으며, 넓은 의미로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 자기규제 및 업종별 협정을 포함한 사업체들 사이의 자발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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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Economic regulation),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정부 규제(Governmental regultaion)로 나뉜다. ⑥  경제적 

규제란, 가격설정, 경쟁, 시장진입 및 탈퇴 등에 관한 

기업의 시장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간섭을 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⑦  사회적 규제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는 가치 및 집단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이다. 대표적으로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인 결속 등 

가치를 보호하는 규제가 있다. ⑧  정부 규제란 행정규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주체의 

개입규제를 의미하며 주로 행정절차 및 서류작업을 

다룬다. ⑨  실정법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별도의 단일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이 있어 행정규제 영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b. 종류⑩ 

                                                                                                        
정과 커먼로(common law)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민국 실

정법상 규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에 언급(“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

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되어 있으나, 이는 규제의 일부를 정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규제 

일반에 대한 정의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술하듯, 규제는 행정규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범

주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행정규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⑥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 시장 분석 및 규제 개선 방안, 2014, 12p 

⑦
경제적 규제에는 다음 같은 것이 있다. : ①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 : 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

적 위치를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을 방지 시정하려는 것 ② 가격규제 : 일반가계가 제공하

는 생산요소의 가격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 예) 최저임금제, 공시지가, 공

공요금규제 등③ 진입규제 : 어떤 사업이나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예)사업인허가 등 ④ 퇴거규제 :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왕에 하고 있는 사

업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예)강제퇴거금지법 등 ⑤ 품질규제 :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여 유통되

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규제하는 것. 예)표준 규격 등 
⑧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규제로서 사실상 

경제적 규제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 ① 소비자보호규제 : 독과점이나 기업간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

게 될 물질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② 환경규제 : 각종 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③ 직업안전보건규제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에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 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 고용 임금· 등의 남녀차별, 장애자에 

대한 고용차별, 학력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 
⑨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4, 재인용) 정부는 규제를 통해 내부적 목표와 

외부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내부적 목표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통제, 파괴적 경쟁의 

방지, 제3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부비용의 내부화, 부적합한 시장정보의 배제, 주요 산업

의 육성, 자연자원의 적적한 사용의 촉진 등”이며, 그 외부적 목표는 “산업간 공정경쟁,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의 촉진, 부당이득의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방지 등”이다. 

나아가 정부는 직접적 수단을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규제하거나 자기통제를 유도하는 

방식의 간접적 수단을 통하여 규제목표를 달성하기도 하는바, 직접적 규제수단은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면허, 허가, 인가, 특허 등),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비교기준, 조정통합기준, 통제기준 

등)”이며, 간접적 규제수단은 “정부지원(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공자원 이용의 허용, 정부계약, 행정지원 

등),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각종 유인책(보조금, 금융지원, 세제지원, 관세, 연금보험 등)”이다. 
⑩
 Anthony Ogus,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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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종류는 크게 명령(Command), 경쟁(Competition), 

동의(Consensus), 소통(Communication), 코드(Code)로 

나누어볼 수 있다.  

 

명령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권력 주체가 수범자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기준을 직접 정하는 형태로 

행위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제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형태로 발현된다. 

수범자는 이러한 규제를 인식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알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야 하게 된다. 즉, 수범자의 

견지에서는 이런 규제 방식이 일종의 외생변수가 되며, 

수범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통제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 

가령 도로상 운전속도 제한, 무기소유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쟁이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를 이용하여 행위자의 

행동을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하는 규제 수단이다. 경쟁을 

통한 규제는 명령을 통한 규제와는 달리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한다. 즉, 

경쟁이라는 규제의 수범자는 주어진 가격에 얼마만큼의 

수량을 거래할지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규제방식은 상당한 내생성을 지닌다. 가령 배출권 

거래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의란,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 방식이다. 동의를 통한 규제의 형태는 명령과 

같은 타율규제와는 달리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Self-

regulation)” 형태 또는 “당사자들 간 교섭 협상을 통한 

계약(Contract)”의 형태로 발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변호사 협회를 통한 변호사 업계(Bar association)의 

자율적인 관리를 들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음에 전제된 임의규정(Default 

rule)을 들 수 있다. 이런 규제방식은 피규제자가 규제의 

내용과 정도를 상당히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내생성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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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란, “피규제자의 거래상대방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자가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간접적인 유인을 부여하는 규제형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만일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거래상대방인 소비자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선택하거나 

기업에게 이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 불매운동 같은 캠패인을 통해 기업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 주무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이처럼 외부적인 압력이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어떠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공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규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소통은 강한 내생성을 지닌 규제수단에 해당한다.  

 

코드란, “일정한 수단이나 조치를 강제하여 규제회피를 

원천봉쇄”하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 가령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De-identification)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완전한 개인정보의 비식별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⑪는 차치하고, 만일 완전한 익명화가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식별성 또는 식별가능성이 

있을 수 없어,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그 유출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접근방법은 동의나 합의의 과정 없이 회피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외생성이 강한 규제 

방법이다. 

 

c. 구별개념 

 

현실에서 어떠한 이슈가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문제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입법 또는 행정의 영역에서 규제하는 

방식과 사후적으로 사법의 영역에서 소송을 통해 책임을 

                                            
⑪
 Paul Ohm, Broken Promises of Privacy: Responding to the Surprising Failure of Anonymization, 57 

UCLA Law Review 17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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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하는 방식을 두고 고민하게 된다. 두 방식은 문제 

상황을 예방하여 사회 후생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법률을 만들거나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나, 소송을 

당해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하여 최소비용 

회피자에게 사고발생의 여지를 최소화할 유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급적 문제 상황을 예방하여 사회 후생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 아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방식은 

수단의 차이로 인해 각기 일장일단을 지닌다.  

 

사전적인 대처방안으로 고려되는 규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① 규제 대상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크게 좌우된다. 규제는 일반 규범의 방식으로 사전에 

정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고 훌륭한 규제가 

고안되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무의미해 

지거나 본지에 어긋나 버릴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② 규제자가 피규제자에게 포섭 

내지 포획되어 버릴 여지도 있다. 검찰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규제자는 피규제자에게 억제 

정책과 진흥 정책을 동시에 집행해야 하며 진흥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포섭 내지 포획이 일어나 억제 정책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피아나 모피아의 맥락에서 거론되는데 규제자가 

피규제자의 눈치를 보게 된 결과, 규제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여지가 있다. ③ 규제는 정치적인 고려나 여론에 

따라 쉽게 변화될 여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안정성에 한계를 

지닌다. 규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주도하게 되는데, 

입법부의 구성원이나 행정부의 수장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일관성 없는 

규제가 양산되어 시장에 잘못된 유인을 제시할 수 있다.  

 

사후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려되는 소송은 ① 과소소송으로 

치달아 사고예방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항상 소송을 하여 전보를 받고자 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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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는 점을 아예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집단행위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여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소송을 

제기하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 주저하거나 망설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몇 가지 이외에는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② 과소보상이 되어 사고예방 기능을 상실할 

여지도 있다. 설령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정보의 문제로 인해 가해행위와 그 고의 과실, 손해발생과 

이들간 인과관계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가해자 피해자 간 정보 비대칭 상황은 과소보상으로 

귀결되고,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징벌석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될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증빙된 액수에 국한하여 결정되는 우리 

법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 규제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Necessity & Justification) 

 

규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시도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시장실패를 나누어 보면 크게 경쟁의 측면, 정보의 

측면, 시장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경쟁의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문제되는 지점은 독점 및 

과점의 문제이다. 통상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게 된다. 독과점이 발생하면 공급이나 수요가 

고정되어 버리게 되는데, 이 경우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저해된다.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던 효율성이 저해되면서 비효율이 양산되는 폐단이 

초래된다. 이 경우 규제를 통한 시장 개입으로 독과점을 

제한하고 경쟁구조를 회복하여 가격과 생산량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된다.  

 

② 정보의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문제되는 지점은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이 발현되는 

곳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경우 레몬 시장과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시장을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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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제방식을 통하여 시장소멸을 방지하고 분리균형을 

통한 후생 극대화를 달성하려 노력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도 시장실패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신뢰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방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상황을 극복하게 된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시장실패 ⑫ 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위임(rational 

delegation)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③ 시장의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문제되는 지점은 공공재와 

외부효과(외부 불경제)의 문제이다. 공공재의 문제란, 

도로나 항만 같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니는 재화의 

경우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비전유성 또한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과소 공급이 되어 사회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 상황이다. 또한 

외부불경제의 문제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행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회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공공재의 문제) 문제 상황에 과세를 

하여(외부 불경제의 문제) 시장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고자 한다. 

 

4. 규제는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가(Limitations) 

 

규제가 항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규제기관이 규제를 하려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목적이 다양할 수 있다. 가령 경쟁 제한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규제를 하려 하는데 안전이나 환경 이슈가 

                                            
⑫
개인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오류나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두고 제한된 합리

성(boundary rationality)의 문제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우선 � (Status quo bias, 관

성 효과) 사람에게는 일종의 관성(inertia)이 있어서, 한 번 정한 것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 

(Availability heuristic, 가용성 휴리스틱) 사람은 객관적인 정보나 통계로 추산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주변사람이나 자기경험에 비추어 의사결정을 하려는 인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가령 비행

기 사고가 실제 발생할 확률이 무척 낮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보도된 비행기 

사고를 본 개인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 하는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 (Excessive discounting, 과도

한 할인) 사람은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이 판단하여 현재가치를 과다하게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가령 이자

율이 주어지고 이자지급이 보장되더라도 현재 100만원을 받는 것을 10년 후에 10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선호할 수도 있다. � (낙관 편향과 통제 편향Optimism bias and Control bias) 자신의 상황을 낙관하고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발생하는 오류도 있다. 가령 부정적인 상황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데도 불구하

고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optimism bias),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내가 하면 더 잘 될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경우(control bias)를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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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규제를 하려 해도 그 내용 자체를 정하는 것이 난해할 수 

있다. 만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교정하고자 

한다면, 1) 시장 진입자를 몇 명이나 늘릴 것인가 2) 가격을 

얼마로 낮출 것인가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가 

어렵다. ③ 규제가 지니는 일반성 및 획일성으로 인해 

비대칭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규제가 원래 

의도한 것 이외의 부작용이 야기될 여지가 있다. 규제는 

모든 피규제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피규제자 들이 

처해 있는 시장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 들이라고 해도 일방은 이익을 얻는 반면 

타방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규제의 

한계로 거론되는 지점은 소송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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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규제의  법경제학적  연구성과  
 

1. 문제제기 

 

법경제학은 당시 주류적으로 부과되던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규제는 법경제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현대 법경제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미국의 

Coase(1960)로부터 시작되어 영국 법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규제 연구의 대가인 Ogus를 거쳐, 법경제학을 

집대성하며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Shavell에 이르는 법 

경제학의 역사 전체는 결국 규제의 한계에 대한 연구의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ase는 당시까지 주로 논의되어 오던 규제방식인 피구 

세를 “상호성"(Reciprocity)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반박하고 법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였다. Ogus는 규제 일반에 대한 

법 경제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Shavell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규제가 적합한 분야와 소송이 적합한 분야를 

나누는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하 언제 규제가 

적용되고 언제 소송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법경제학 논의의 흐름을 살핀다.  

 

2. Ronald Coase (R.Coase) 

 

Coase는 1960년 논문인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통해 

당시 주류적인 규제 프레임인 피구세(Pigouvian tax)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훗날 법경제학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이 논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세금 부과 방식이 많은 문제를 

지닌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Coase에 따르면 Pigou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세금 부과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로 인해 이후 주류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기초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규제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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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e는 이러한 규제 만능주의에 대해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반박하였다. 세금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 존재하지만, 모든 문제가 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과세를 통한 

규제(Regulation)의 방식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도입 및 

강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Liability)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법과 제도를 디자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규제를 통한 국가의 개입은 

문제해결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을 될 수는 

없으므로,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Coase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초기 권리설정에 

상관없이 최적의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논증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초기 권리설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좌우된다. 즉 초기 

권리설정을 결정하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를 규제 맥락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일단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이해당사자 사이의 권리를 확정해 놓으면 그들 간 사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설령 거래비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책임추궁 가능성이 행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해 

제도를 디자인해 나가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나아가 규제 자체가 되려 거래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거래비용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3. Anthony Ogus (A.Ogus)
 ⑬

 

 

Ogus는 규제에 대한 Coase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며 

발전시켰다. 그는 Coase 정리(1960)를 수용하여, 

                                            
⑬ Anthony Ogus, Regulation: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Anthony Ogus, Oxford. Clarendon 

Press: The Clarendon Law Series. Pp. Xv, 35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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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초기 권리설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좌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이해당사자 사이에 적절하게 권리를 설정해 

놓으면 상당수의 사회 문제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생기면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설 유인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Ogus는 

정부의 사전개입으로 표상되는 규제가 언제나 최상의 

문제해결 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규제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자발적인 교섭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상황에는 정부의 사전개입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Ogus는 사법(private law) 제도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liability)을 활용하여 제도를 디자인하면 사회문제의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책임(liability)에 대한 보완재로 규제(regulation)가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Ogus의 관점에 따르면 법적 

책임(liability)과 규제(regulation)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대안수단이 된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주어지는 

유인(incentive)과 규제기관이 주는 신호(signal)를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정보 비대칭이 문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통 

정보 비대칭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이는 계약상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법 제도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라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다수이어서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체약당사자 일방에게 개별적인 

계약상의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일방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사실상 

곤란하다. 이 경우 표준 약관이 사용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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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해결되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많은 처지(소위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에 놓이게 된다.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교섭을 통한 협상으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보완적으로 

규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고지의무를 강제하거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을 도모하기보다, 규제를 통해 

정보비대칭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결과 자체를 사전에 

통제해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4. Steven Shavell (S.Shavell)
⑭⑮

 

 

Shavell은 Coase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시장실패 보정에 

대한 규제의 한계에 공감을 하였고, 규제가 법적 책임추궁 

가능성의 보완재로 기능해야 한다는 Ogus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는 경제학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며, 어느 경우에 규제(Regulation)이 

적용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사법 제도(Liavility)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가 사법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규제가 사법 제도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정리 하였다. Shavell은 규제가 사법 제도에 

비해 정당화되는 경우로 세 가지를 제시 했다. 

 

우선 시장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가 기타 규제자가 다른 행위자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가 사법 제도에 보다 우선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당화 된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다수이고 흩어져 있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집단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 

제도를 통한 억제 효과(Under-deterrence) 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규제가 사법 제도 보다 우월하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수립하고 단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사법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 규제가 사법 제도 보다 

                                            
⑭

Steven Shavell, Liability for Harm Versus Regulation of Safety, NBER Working Paper No. 1218, 

Issued in October 1983, NBER Program(s)  
⑮
 Shavell, The Optimal Structure of Law Enforcemen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93, vol. 36, 

issue 1, pages 2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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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5. 소결 

 

규제는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하지만 

규제가 도리어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를 야기하며 

본래 취지에 역행할 수도 있다. 규제자가 항상 공익만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공익을 추구하더라고 그 

판단이 항상 최선이라며 단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보와 판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규제는 

규제자의 판단능력이 피규제자의 판단능력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는 보통 정보의 양과 그 분석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항상 규제자가 피규제자 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를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설령 충분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더라도 규제자가 항상 피규제자 보다 

이에 기초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역량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규제를 도입하고 시행할 때에는 언제나 그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는 규제실패의 

가능성까지 감안하더라도 구제가 필요한 경우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서 입법자나 규제자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부재나 그 비대칭성을 

생각할 때 규제를 통한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표준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규제의 결과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고 간단해질 수록 규제가 보다 

쉽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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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규제에  대한  영역별  접근  
 

a. 문제제기 

 

규제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되며, 

사법 제도에 대한 보완제로 작용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법경제학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에는 Coase 정리(1960)의 

연장이라고 평가되는 Calabresi & Melamed의 

정리(1972)가 있다. 동 정리는 장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고안하기 위하여 권리를 양도가능성과 

제한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누고, 각각 권리유형 별로 

권리침해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권리 

침해로 인해 야기된 시장 실패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논의와 

연결된다. 나아가 권리 유형별로 사전 규제가 적합한 경우와 

사후 보상이 적절한 경우를 나누어 달리 구제책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소송의 보완재로 설정한 

법경제학적인 논의와 연결된다.   

 

오늘날 ICT 발전으로 급속해진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 정리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리침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권리유형을 나누어 각각의 대응방식을 고민”하고자 고안된 

논의 과정은 그대로 “피규제 상황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피규제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규제 방식을 고민”하여야 하는 오늘날 규제 담론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Calabresi & Melamed의 

정리(1972)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요청이 어떠한 것이며, 동 정리가 

여기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b. Calabresi & Melamed의 정리(1972) 

 

Coase 정리는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초기 

권리확정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좌우된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는 초기 권리 확정을 위한 사법 제도의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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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법경제학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초기 권리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유인이 달리 설정되어 거래 비용 기타 

시장 제반 여건에 따라 사회후생 극대화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아무리 시장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여 

초기 권리 확정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침해되어 버려 무의미해 진다면, 당초에 의도했던 

자원배분의 최적이 달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Coase 정리는 

필연적으로 획정된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여기에서부터 Calabresi & Melamed의 

정리(1972)가 시작된다. 

 

Calabresi & Melamed의 정리(1972)는 어떻게 하면 장래 

권리(특히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으로부터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다. 그 결과 

세상에 존재하는 권리는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며, 각기 다른 방식의 보호방법을 적용할 

때 그 권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기준으로 “양도가능성”과 “제한가능성”을 언급한다. 만일 

어떤 권리가 양도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제한가능성 

(Restrictability)이 없는 권리라면, 이 권리는 동의규칙 

(Property rule)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만일 

어떤 권리가 양도가능성을 지니며 제한가능성도 지닌다면, 

이 권리는 보상규칙(Liability rule)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아가 만일 어떤 권리가 양도가능성 

(Alienability)조차 없다면, 그 권리에는 불가양 규칙 

(Inalienability rule)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은 권리를 부여한 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권리침해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권리 침해를 예방하려는 동의규칙과, 

권리침해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에 따른 보상 � 을 하도록 

하여 권리 침해를 억제하려는 보상규칙이 있다. 동의 

규칙(Property rule)이란, 권리자가 권리이용을 동의해주지 

                                            
�
보통 권리가 침해되는 것과 같이 위법성이 전제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전보에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Coase 정리는 ‘상호성(Reciprocity)'을 전제하는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을 지양하고자 한다. 결국 가해와 피해의 구별 없이 후생 극대화를 위한 배분의 문제를 가치중립적으

로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하 “배상”이 법적으로 적절한 표현인 경우에도 Coase 정리로부터 시작된 법

경제학 전반의 논의맥락을 감안하여 “보상”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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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상 절대 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절대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제한 가능성 조차 없는 권리에 

적용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다. 반면 보상 

규칙(Liability rule)이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보상만 

해주면 침해가 용인된다는 의미로서, 상대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한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적용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다. 전자가 적용되는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적인 예방청구권이 인정되며 설령 동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도 보상청구권과 함께 사후적인 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며 국가 기타 

제3자의 개입이 거의 배제된다. 후자가 적용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자에 보상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케 하여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이 경우 

사후 보상에 방점을 두게 되며 국가 기타 제3자의 개입이 

어느 정도 전제된다.�  

 

불가양 규칙(Inalienability rule)이란, 권리 자체의 양도성을 

부인하여 해당 권리가 침해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침해 구제책이다. 가령 인신 

매매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 노예제를 

금지하는 등 인신 매매 자체를 애초에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가양 규칙이 발현된다. 이는 오늘날 재산권 영역 

뿐만이 아니라 참정권, 친권과 같은 맥락으로도 응용된다. 

다만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인 논의실익이 없으므로, 이하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c. 동의규칙과 보상규칙의 함의 

 

Calabresi & Melamed의 정리(1972)는 권리침해 상황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했고,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구제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들은 “권리자와 침해자 간 가치 평가의 효율성”과 

“권리자와 침해자 간 거래비용의 수준”을 기준으로 

동의규칙을 적용할지 보상규칙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치평가의 효율성이란 권리침해에 대해 

                                            
�
반면 불가양 규칙의 경우, 국가 기타 제3자의 강력한 개입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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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정확하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거래비용의 수준이란 권리자와 

침해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만일 가치평가의 효율성이 높다면, 동의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당사자는 교섭을 통해 권리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한 가격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만일 가치평가의 효율성이 낮다면, 보상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치평가의 곤란성을 

타개해 준다. 또한, 만일 거래비용의 수준이 높다면 

보상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권리자와 침해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만일 거래비용의 수준이 낮다면 동의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권리자와 침해자가 협상을 통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가 용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d. 결론 - 영역별 규제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Calabresi & Melamed의 정리(1972)는 

“권리침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리유형을 

나누어 각각의 대응방식을 고민” 하고자 고안된 

논의과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은 그대로 

“피규제 상황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피규제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규제 방식을 고민” 하고자 

하는 본 논문상 규제 담론에 응용될 수 있다. 즉, 동의 

규칙의 문제 의식과 대응 방안은 기(旣)경험 영역에 대한 

규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보상 규칙의 대응 방안은 

미(未)경험 영역에 대한 규제에 적용될 수 있다. 만일 기 

경험 영역과 미 경험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래비용과 가치평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동의 규칙과 보상 규칙을 항목 별로 달리 적용할 

                                            
�
물론 동의 규칙과 보상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구분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 또한 

보상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 보상액을 막대하게 산정한다면 사실상 동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동

일한 결과를 지닐 수도 있다. 나아가 동의 규칙과 보상 규칙이 의도했던 효과가 필연적으로 도출되리 라는 

보장도 없다. 거래비용과 심리적 요인이 장애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 논의는 법과 제

도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직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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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규제 담론에서 “동의” 규칙(Property rule)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국가 기관 기타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입법(Legislation) 

또는 행정(Administration)이라는 규제(Regulation)의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입법 

또는 행정 차원의 규제는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자의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두게 된다. 이는 

이미 경험해온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기(旣)경험 영역” 일수록 축적되어 온 논의가 많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가치평가의 효율성이 높고 거래비용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보상” 규칙(Liability rule)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를 어느 정도 용인하되 소송(Litigation)을 

통한 법적 책임(Liability)을 추궁당할 가능성을 부담시켜 

“사후”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야기할 유인을 

억제하며 그 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사법 

차원의 소송은 유발된 문제 자체의 “결과”를 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두게 된다. 이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미(未)경험 영역” 

일수록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가치평가의 효율성이 낮고 거래비용의 수준 또한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보상의 수준은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 만약 보상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면 

동의 규칙을 적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미(未)경험 영역일지라도 보상 규칙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보상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히 부정의”한 영역이다. 즉, 원자력발전 같이,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을 용인할 여지가 거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만일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

게 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국토가 불가역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적극적“인 국가

의 개입이 요구되며, 이는 일응 ”도덕적“인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 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책이 바로 ”불가양 규칙“이다. 즉, 규제의 맥락에서 불가양 규칙이 적용되게 된다면, 양도조차 허

용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용인되며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이 된다. 



 

 24 

제 3 장 보건의료정보  보호와  이용의   
정책방향  모색 

 

 

제 1 절  문제제기 
 

의료의 패러다임이 과거 “치료중심” 에서 “정밀의학”, 

“예방관리”, “맞춤의료” 중심으로 전환 � 되고 있다. 병의 

징후를 정확하게 포착(Prediction)하여 예방(Prevention) 및 

건강관리(Health care)를 하고 설령 병에 걸렸어도 개인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식 치료(Personalized care)를 

할 수 있다면,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현행 

방식보다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  그 

기저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 발전이 놓여있다. 

물질적으로 윤택해지면서 건강증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일 수 있으며, ICT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집·저장·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글로벌 기업 

및 병원들은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혁신창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보건의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증대된 사회경제적인 

관심과 지원에 걸맞지 않게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규제가 얽혀있어 혁신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목되는 가장 큰 

규제는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이다. 개인의 질병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예방하며 발병 후에는 맞춤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순환이 담보되어야 한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보건의료 기술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규제가 과도하여 사실상 보건의료 산업이 

                                            
�
김석관, 안두현, 김형주, 신광수, 「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 방안 : 중개연구와 서비스혁신을 중심으로」

(20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p ; 이를 두고 Galas, D. J. and L. Hood(2009)는 4P의료라고 평가한다. 이 

때 4P란, 맞춤(Personalized),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 참여(Participatory)를 의미한다. 
21

의료인들은 한국인들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죽기 전 한 달, 25%를 죽기 전 3일 동안 쓴다고 

말한다. 최근 실증적인 연구결과(임달오, 생애의료비 추정 및 특성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 100,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2013.11.18.)도 이런 구절을 뒷받침한다. 만일 이러한 의료비 중 일부만이라도 평상시의 건

강관리에 투자된다면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증대될 것이고 개인의 삶의 질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25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다루는 민감 정보 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규제는 타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 보호에만 경도되어 사실상 이를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런 규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개인정보 규제가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저해하여 명백한 건강증진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 한다면, 

이는 법익형량 상 딜레마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건강증진을 

통한 생명보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추구되는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의료현장을 살펴보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료정보가 관행적으로 소흘히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22 된다. 의사는 자신의 소관분야가 아니더라도 

협진을 이유로 다른 부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볼 수 있고, 

행정실 직원들도 의료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다루게 되며 23 , 의과대학 

학생들조차 교육을 이유로 환자의 의료정보에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 24 할 수 있다. 미국 대형병원에서 환자 한 명의 

개인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병원 구성원의 수를 

세어보니 150명에 이르렀다는 분석 25 이 이를 방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되었지만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 26 . 2013년 약학정보원이 2007년부터 5년간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다국적기업에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27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2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진료했던 환자들의 기록도 같이 가지고 가는가 하면 동의도 없이 

광고문자를 보내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리저리 유통되는 환자의 개인정보에는 전화번호나 주

민번호·주소는 물론이고 민감한 진료기록 등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2/e20140212180057117980.htm 
23

 http://www.nocutnews.co.kr/news/4274725 
24

 http://www.e-mednews.org/entry/개인정보-유출의-사각-지대-PK를-믿습니까 
25

 The preamble to the HIPAA Privacy Rule states: According to the America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 (AHIMA), an average of 150 people “"from nursing staff to X-ray technicians, 

to billing clerks” have access to a patient’s medical records during the course of a typical 

hospitalization. While many of these individuals have a legitimate need to see all or part of a patient’'s 

records, no laws govern who those people are, what information they are able to see, and what they 

are and what they are not allowed to do with that information once they have access to it. 
2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14/20140214004618.html 
27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7/29/0702000000AKR20140729058851004.HTML (형

사기소) http://www.dailypharm.com/News/192369 (민형사 재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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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규범력이 없는 지침일 뿐이다. 기성 

병원 시스템 안에서도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는 개인의 보건의료정보가 

새로운 ICT 융합 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28  그렇기 때문인지 규제가 쉽사리 

철폐되지 않고 있다. 결국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사실상 

보건의료 혁신(Healthcare innovation)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정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이용을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변화하는 ICT현실에서 기술발전이 제기하는 프라이버시 

이슈이며,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data)로 나누어 분석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정보 법제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오늘날 보건의료 혁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유럽의 

보건의료정보 법제를 살펴보며, 그들의 대응은 적정한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법경제학 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삼을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한다.  

 

 

 

 

 

 

 

 

 

 

 

 

 

 

                                            
2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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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새롭게  제기되는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의  문제 

 

1. 문제제기 
 
오늘날 문제되는 보건의료 ICT 혁신은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① 감지 (Sensing), ② 저장 및 관리 (Storage & 

Management), ③ 처리 및 분석 (Processing & Mining)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과거 1980년대 이후 개인 

컴퓨터의 보급이 늘어나며 ③ 처리 및 분석 단계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활성화로 ② 저장 및 관리가 외주화 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이후 센서의 가격하락과 성능향상으로 ① 감지가 

보편화 되었다. 그로 인해 ICT 기술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으며,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① 감지 단계는 오늘날 M2M 혁명으로 불리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치환할 수 있다. 센서의 가격하락과 

성능향상으로 과거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압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저장 

및 관리 단계에서는 IoT 단계의 초소형 센서들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널리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중앙 처리소로 자료를 집중하고 관리한다. 이는 오늘날 

활발히 이용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로 치환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 혹은 기업별로 

값비싼 기기를 구비하고 고급 IT인력을 고용했어야 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저장 및 관리 단계를 아웃소싱 하여 비용을 낮추고 

보안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③ 처리 및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한 후 인터넷 망을 따라 외주된 데이터 

센터에 보관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찰을 얻는 단계이다. 이는 오늘날 

빅데이터(BigData)로 치환되며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단계로 불린다. 이미 과거로부터 존재해 오던 통계 

기술을 발전된 ICT 기술에 접목하여 다양한 

종류(Variety)의 대 용량(Volume) 자료를 빠른 

속도(Velocity)로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Value)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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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센서에서 수집된 0, 1로 된 

데이터(Data) 값들이 정보(Information)로 가공되고, 

관리자나 경영자의 판단과정을 거치며 지혜(Wisdom)로 

승화되게 된다. 보건의료 차원에 접목시키면, 웨어러블 

기기(IoT)에서 수집된 신체 측정값들이 인터넷 망을 통해 

외주된 중앙 데이터 처리소로 집중(Cloud computing)되고, 

다른 자료들과 함께 결합되고 분석되어 정보를 

추출(BigData)한 후, 웨어러블 기기나 개인용 데스크탑에 

내장된 앱을 통해 개인 단말기(Terminal device)로 

공급되어 개인에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병이 발생한 이후 치료하는 것이 

중심이던 보건의료 서비스가 생활리듬을 관리하며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병을 예방하고, 설령 병이 

발생하더라도 정밀하게 개인에 특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획기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해 주는 보건의료 혁신이 시작되었다. 

 
2. 사물인터넷(IoT)

29
 

 

a. 보건의료 영역에서 사물인터넷의 역할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센서 네트워크”와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센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센서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센서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두 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눈이 한 개 있는 경우보다 두 개 

있게 되어, 시각 뿐만 아니라 거리 감각도 더불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센서 가격이 저렴해 

져야 하고 센서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 성능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적은 전력을 소모하며 원하는 자료의 값 가령 소리, 색채, 

움직임 등을 감지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온갖 장소에 

설치된 센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선으로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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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건전지 같은 휴대용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자주 갈아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도로 설계된 OS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전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IoT 기술이 활용되는 영역은 

헬스&피트니스 센서 (Health & Fitness Sensors)이다. 이는 

오늘날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로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다. 보통 다섯 종류의 기본적인 개인용 건강 측정기가 

존재한다. ① 붙박이 장치(혈압 측정기, 체중계 등) ② 

착용형 장치(손목, 팔목 밴드 등) ③ 접착형 장치(패치, 

전자타투 등) ④ 섭취용 장치(전자 알약 등) ⑤ 주입형 

장치(심장, 혈류 측정기 등) 등이다. 이들은 모두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 시장은 기기 자체인 

“하드웨어”, 기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다운받게 되는 앱들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불문하고,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b. 제기되는 문제들 

 

i. 보건의료정보 “보호 ”에 있어, 익명화(탈식별화)의 

불가능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건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대다수의 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통해 

익명화(탈식별화)를 요구한다. 익명화(탈식별화)가 이뤄지면 

그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어, 그 결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정보이용자의 이용도 자유로워 지리라는 발상이다. 물론 이 

경우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는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익명화(탈식별화)의 정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론이 주창되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익명화(탈식별화)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Paul Ohm에 따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익명화(탈식별화)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 수록 

익명화(탈식별화)된 개인을 식별하기는 매우 용이해 진다.  

 

Paul Ohm의 반박은 무척 자극적이나, 그 가능성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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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 식별을 위해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마이닝을 하려는 시도를 할 확률이 무척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체도 국가,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들은 여론을 통해 충분히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익명화(탈식별화)는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다.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당국은 

익명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기술발전 수준과 당면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해 

왔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은 이런 노력 자체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상이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신체정보에 연결되면, 개인별로 고유값을 지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문이 개인별로 고유값을 

지녔다고 인정되는 것처럼, 성문(voice print)처럼 고유값을 

지니는 데이터가 쉽게 수집될 수 있다. CIA의 최고기술 

경영자 Ira Hunt는 사람의 걷는 방식만 봐도 그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성별 신체 체중 등을 

거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것이 

이동경로 등과 결합되면 해당 행동패턴을 보이는 개인을 

더욱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즉 마치 지문처럼, 

성문이나 고유한 발자국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데이터들이 신체에 대한 사물인터넷 맥락에서는 

널려 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개인의 신체 정보 등과 

관련해서는 익명화(탈식별화)가 매우 쉽게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법제에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신체에 대한 사물인터넷 데이터는 개인 별 

희소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존의 개인정보 식별성 

측면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정립된 PII의 개념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많은 나라에서 법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같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를 

식별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정보와 구별하여 취급한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은 비식별정보를 식별정보와 다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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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만들 위협을 가져왔다.  

 

여기에 대해 Paul Schwartz와 Daniel Solove는 PII 개념을 

버리는 게 아니라, PII 를 식별된 정보, 식별 가능한 정보, 

식별 불가능한 정보 상호간의 연속적인 개념(continuum)에 

비추어 재정의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반박은 FTC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기관 등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의만으로 사물인터넷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재정의를 통해 현행 생체인식 및 센서 기반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보건의료 

사물인터넷 정보가 희소성을 띄는 개인정보가 되는데, 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기존 프레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급진적인 작업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ii. 보건의료정보 “보호”에 있어, 해킹 등 보안 위협에 

취약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물인터넷 장치는 보안 결함을 

내재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기는 대개 소형 프로세서를 

담고 있는 센서 장치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기는 

대개 부피를 최소화하고 전력 소모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별도의 OS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 점에서 사물인터넷 기기가 쉽게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유발된다.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조치를 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물인터넷 장치는 대개 기존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기존 소비자 상품 제조업체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 관련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보 맥락에서 

사물인터넷이 사용되는 경우 중에는 센서를 통해 환자의 

혈압, 심박수 등 건강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등의 웨어러블 기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기가 중간에 해킹되어 버리면 이는 환자의 건강을 

넘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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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데이터들이 중간에 가로채여 타인에 의해 수집된다면 

전혀 의도치 않게 개인의 보건의료정보가 유출되어 공개될 

우려도 있다. 또한 수많은 사물인터넷 의료장비가 

멀웨어(Malware)가 되어 사이버 테러의 수단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이는 기존 보안 기법이나 관행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규범”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 

측면에 경종을 울리게 된다. 현재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한 해석 관행에 비추어볼 때, 사물인터넷 

기기들에 의해 수집되는 개개의 센서 값을 두고 

개인정보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이 유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로 해석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여 

이익을 얻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게 보안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물인터넷 맥락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해석 

관행과 개인정보 유출통지 법조항에 대한 해석론을 

견지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 스트림의 유출로 보아 

평판 하락 우려로 인한 보안 투자 유도라는 기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iii. 보건의료정보 “이용”에 있어, 수집한 보건의료 정

보가 불측의 상황에 이용될 가능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물인터넷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센서융합 

현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계학습을 의하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Everything Reveals Everyth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막대한 양의 센서로부터 설치된 

상이한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강한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보건의료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결합하고 분석해보니 

보건의료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정보가 도출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와 밀접한 정보를 분석해보니 상업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로부터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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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적인, 나아가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센서융합 현상이란,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 세트를 각각 

분석하고 활용하지 않고 결합하여 활용할 때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정보의 양과 질 보다 훨씬 풍부하고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 두 장을 활용하면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센서 융합 현상은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많은 정보량을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성한다. 이미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에는 온갖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각종 데이터를 만들어 우리의 

일상이 분석되는 데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  

 

빅데이터를 통한 기계학습이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각종 센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정보를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량하면서 더욱 정교한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보다 데이터 수집 및 컴퓨팅, 네트워킹 

기술이 훨씬 진일보된 오늘날 저렴한 가격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마이닝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자체 개량 알고리즘도 발전했다. 인공지능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빅데티어 기계학습을 활용하면, 기존에 

고지 및 동의라는 맥락 위주의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 

법제는 상당하게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Everything 

Reveals Everything”) 상황에서 데이터에 기초한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긍정하는 경우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성별, 종교,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학적인 추론의 결과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의 차별을 긍정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별, 

종교,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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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차원에서 차별이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의료정보가 아니라고 생각되던 데이터들이 

사물인터넷에 의해 수집되어 분석된 결과가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한 차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에 따라 차이를 둔 

것으로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추론 결과가 입시, 구직, 결혼 등에 이용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분석해서 도출된 결과들이라면 어떻게든 제재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여겨지던 데이터 값들을 

인터넷 등에서 긁어와 이리저리 마이닝을 해보니 개인이 

식별되고 그 정보가 민감한 경우 이를 제어할 법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iv. 보건의료정보 “이용”에 있어, 고지 및 동의의 난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건의료정보 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고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 OECD 

가이드라인 이래로 적절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주된 통제수단은 제공자가 약관을 제공하며 

고지(Notice)를 하고, 이용자가 이를 읽고 동의(Consent)를 

하는 것이었다.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이 점은 

이용자가 약관을 읽었거나 읽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법적인 면책 요건으로 기능해 왔다. 그런데 

사물인터넷 기기에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약관을 보여주기에는 사물인터넷 기기에 붙어있는 

스크린이 너무 작거나, 아예 약관을 보여 줄 스크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크린이 설령 있더라도 터치 

스크린이 없을 수도 있다. 

 

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하여 보건의료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자 

또는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진행되며, 보건의료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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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기기 이용자는 약관을 읽고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약관을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보여줄 수 

조차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 경우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사물인터넷 기기 제공자는 인터넷 

상 홈페이지에 약관을 게재하고 동의를 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공하면서 설명서를 첨부하고 거기에 

약관을 곁들여 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수행된 실증적인 연구분석에 의하면, 적어도 지금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적절한 약관을 게시한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나아가 동 연구는 설령 적절한 약관을 게재하더라도 센서 

혹은 생체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보는지 여부 같은 쟁점을 

빗겨가기 위해 개인정보를 모호하게 정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한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의 인식 및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기기들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와의 연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종종 기만적인 

약관이 등장한다. 다른 앱이나 사이트와 연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는 정보주체가 연동시키고 싶지 않았던 

정보까지 연동되도록 초기 설정값(Default)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주체가 그러한 정보 연동에 대한 

약관 내용까지 꼼꼼히 읽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기기에 대한 약관 동의를 할 때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 상 정보 연동에 대한 약관은 다른 

약관을 또다시 찾아서 읽어 보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에게 이것까지 요구하기는 가혹할 수 

있다.   

 

3.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3031

 

 

a. 보건의료 영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할 

                                            
30

 i.Pasquale & Ragone, “The Future of HIPAA in the Cloud” (2013)  
31

 Christopher Millard (ed), “Cloud Computing Law” Oxford (2013) 책자 일부 1. What is regulated as 
personal data in 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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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장비 및 

인력의 외주(소위 아웃소싱, Outsourcing)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법경제학의 연구분과 중 기업이론 부분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듯이, 이러한 외주는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비록 정전이나 해킹으로 인해, 

기업 내부에서 갖추었어야 했을 법한 IT 장비나 인력을 

외주하는 데에는 일정한 위험이나 불이익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너무 커서 부정적인 

거래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IT 외주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다만 보건의료정보의 측면에서 IT 외주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했다. 보건의료정보에 포함되는 건강정보 등은 

민감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다른 개인정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이러한 

개인건강정보(PHI, Personla Health Information)가 

전자화된 건강 기록(EHR, Electronical Health Record)로 

변환되고 활용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건의료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지 살핀다. 

 

과거 보건의료 맥락에서 IT 기술은 오로지 수익 사이클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이용되어 왔다. 의사가 환자의 진료 

예약을 받고 그에 따른 의료비 청구를 하기 위해 과거 행정 

보조원이 수기로 일일이 작업 하였던 일을 전산화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컸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IT기술이 의료 영역에 더욱 많이 보급되면서 전자적인 

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이와 별개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IT 시설 및 인력의 외주가 활발하게 전게되었다.  

 

오늘날에는 보건의료 맥락에서도 IT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외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과거 병원 기타 의료기관 안에 

상주하던 고급 IT 인력과 비싼 IT 기구들을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실시간으로 외주화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더 이상 IT 인프라를 

현장에 둘 필요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IT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의료기술 혁신이나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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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증진 같이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켬퓨팅 기술의 발전이 비용 절감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보안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보 측면에서 외주는 더욱 

엄격한 보안성이 요구된다. 치료, 연구 및 마케팅의 

맥락에서 IT 인프라의 외주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기존 전개되었던 외주에 대한 법리로 

대응하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층위의 문제가 새로운 크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의 측면에서, 클라우드 켬퓨팅을 통해 개인화된 

맞춤치료가 가능해 졌다. ① 센싱을 통한 사물인터넷으로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32  ②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중앙화된 외부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여 저장 및 관리를 하며, 33  ③ 소위 

빅데이터라 불리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로 다양한 대용량의 

자료를 실시간 분석하여 가치있는 보건의료 정보를 

뽑아내고, 34  ④ 이를 개인의 보건의료데이터에 적용하여 

개인별 맞춤 처방을 한 후 35  ⑤ 다시 개인별 디바이스에 

전송하여, 의사가 이러한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여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연구의 측면에서는, 의약품 위해 사례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이 하나 

개발되고 허가를 거쳐 실시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아가 이미 허가를 받아 실시된 의약품의 경우 그 부작용 

및 이로 인한 위해 사례가 발견되어 이것이 의약품과의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사실 개별 의사가 개별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임상 만을 통해 얻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적시에 

이러한 의약품 위해 사례를 파악하고 대처하기는 매우 

난해하다. 만일 전자화된 의무기록을 중앙 데이터 처리소로 

모은 후 실시간으로 그 부작용을 분석한다면 이러한 의약품 

                                            
32
핏빗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개인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33
센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업로드 하여 해당 기기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 

34
병렬 컴퓨팅이라는 하드웨어 기술과 기존 통계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만든 R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하둡

과 같은 분산처리시스템을 접목 
35

보건의료 데이터가 저장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결과와 대비하여 개인에 최적화된 예빙/치료/처방 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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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례를 더욱 쉽고 빠르게 분석해낼 수 있고, 환자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보건의료 맥락의 개인정보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람은 아플 때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돈을 사용한다. 이러한 

질병 징조를 미리 파악하거나 현재 질병에 걸린 사람을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타겟 마켓팅(Target marketing)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건의료 맥락의 개인정보는 거꾸로 보험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피보험자(소위 ‘레몬’)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고용주가 잠재적인 질병확률을 크게 가지고 

있는 피고용자의 구직요청을 거절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나 구인하려는 기업에게 큰 

이익을 가져줄 수 있다. 

 

b. 제기되는 문제들 

 

클라우드 컴퓨팅은 새로운 치료, 연구, 마켓팅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을 창출할 계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맥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 이슈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보건의료 외주(Outsourcing)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보안 이라는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며(제공자의 의무/책임 측면), 보건의료정보의 

주체인 환자들이 이러한 보건의료정보의 유통 과정에 “보다 

잘”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이용자의 권리/권익 측면). 

 

i. 제공자의 의무/책임 측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보건의료정보의 유통과정에서 

행위자는 크게 보건의료기관(CE, Covered Entity), 

사업제휴자(BA, Business Associate) 및 하청업자(Sub 

Contractor)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기관은 병원 등 진료기관을 의미하고, 

사업제휴자는 구글이나 아마존 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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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하청업자는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처리 등을 보조할 목적으로 이런 병원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과정에 돌아다니게 되는 

보건의료정보의 주체는 환자 또는 잠재적인 환자가 된다. 

 

보건의료정보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외주되어 

관리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울 것인지가 문제된다. 기존 외주에 대한 

법리는 다소 명확하나, 이를 개인정보 위수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진다. 나아가 이를 보건의료 

정보라는 민감정보의 위수탁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더더욱 

복잡하고 신중해 진다. 미국의 경우 CE는 직접 책임 36 을, 

BA는 간접 책임을 져 왔다. 그런데 2013년 개정을 통해 

BA에게도 직접 책임 37 을 지웠다. CA의 대리인, BA의 

대리인, CA 또는 BA의 하청업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CA와 

BA의 간접 책임(대리 책임)38을 지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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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복지부(HHS)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CE란, (1) 의료보험자(보험회사, 자가 보

험 실시 기업 ,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 (2) 의료보험종사자) (3) 의료공급자(의사, 간호사, 약사, 심리상담

사 등) (4) 의료정보교환소 등 HIPAA의 적용대상을 의미한다.  

CE는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자"로서, 클라우드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는 1. 문서화 된 프

라이버시 정책 및 절차 수립 2. 정책 및 절차 실행 위해 (1) 프라이버시 관리자 선임 (2) 노동자를 훈련 3.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수립 및 이행 4. 정보유출시 (1) 정보주체 (2) 미디어 

(3) 관리부서에 통지할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CE가 상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항에 따라서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3. 패널티을 지게 된다. 다만 여기

에는 예외가 있는데, CE가 관련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준수했으며, 그가 대리인인 BA의 위반

행위 모르는 경우이다. 
37

이는 보건복지부(HHS)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BA는 통합 HIPAA 이전에는 HHS 

규제대상 아니었다. 즉, 설령 BA가 CE와 체결했던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계약인 BAA를 위반해도 민사책

임을 지게 될 뿐, HHS에 의한 패널티나 규제를 받게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합 HIPAA가 시행된 이후 

HHS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이제 BAA를 위반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패널티를 부담

하게 되고 규제를 당하게 된다.  

이제 BA는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자와 “거래하는 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1) HIPAA 프라이버

시 보안규칙 준수의무 (HITECH에 따라)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부담하게 되었고, (2) 개인

정보 침해시 CE에 통지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3) 관련법령 준수의무 및 조사절차중 관계기관과 협력의무

를 부담하고 (4)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건강정보를 공개할 의무, 여기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 의무를 

지게 되었다. 

통합 HIPAA(2013)에 따라, BA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즉, (1) CE를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하고 (2) 단순한 전달자는 배제되었으며 (즉,택배회사, 우체국서비스, 소포서비스, ISP는 배제) 

(3) 보지 않거나, 랜덤으로 접근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BA에 해당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접근의 정도가 

아니라,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CE를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데이터에 접근할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행위자

는? 문제가 되었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하부 계약자(Sub-contractor)가 권한위임에 따라 BA의 역할을 한다면, 그도 BA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

게 되었다. 이 경우 하부 계약자도 HIPAA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직접

적인 배상책임도 지고, 패널티도 부담하게 된다. 
38

이 경우 대리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간단계에서 통제가능성(중간단계에서 방향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었다. (1)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고려되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2) 

통제권 행사가능성도 고려되며, 실제 이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행사 가능성 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3) 본인과 대리인의 국적이 달라도 무관하다. 즉, CE와 BA가 지리적으로 퍼져있어 국적을 달리

해도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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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강화하고 패널티를 증가 39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책임 확정 및 이를 통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을 하게 할 유인(Incentive) 배분의 문제는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ii. 이용자의 권리/권익 측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환자 또는 잠재적인 환자의 

개인정보가 위수탁 되는 경우, 정보주체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줄 것의 참여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해줄 

것인지도 문제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외주를 한 결과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유출위험이 

증진되었으므로, 기록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40 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또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환자 또는 잠재적인 환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암호화와 비식별화에 대한 

조치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 41 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마케팅이나 판촉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 42 이 필요해 졌다. 나아가 의료기관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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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ECH 이전에는 각 위반행위에 100달러까지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1년 상한은 25000 달러

였다. 그런데 Omnibus HIPAA가 도입된 이후 각 위반행위에 100달러 ~ 5만 달러 까지의 패널티를 부과

할 수 있게 되었다. 1년 상한은 1.5백만 달러이며, 복수조항 위반 시 상한은 1.5백만 달러 * 각 사안 수가 

된다. 역사적으로 HIPAA 영역은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었으나 HITECH가 도입된 이후 OCR

은 활발하게 단속을 진행가고 있다. 동의의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집행은 앞으로 더 활발해 질 것

으로 예상된다. 
40
디지털화된 환자의 건강기록이 어떻게 저장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접근권을 허용

해줄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의 경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 제도가 확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

국의 경우 HITECH가 2008년 도입되기 이전에는 마찬가지였다. 즉 환자는 자신의 디지털화된 건강 기록

이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반면 2008년 HITECH가 도입된 이후 환자는 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환자의 건강 기록을 디지털화 해서 이용하는 제공자들이 그 이용에 대하여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즉, CE와 BA가 법에 의해 공개의무를 지게 되면서, 환자는 그 공개를 

요구할 접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41

의료 현장 외부의 공간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민감한 (잠재적)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관하게 되면서, 그 

정보에 대한 암호화와 비식별화를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증대되게 되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이런 정보들로부터 현재 고려되지 않았던 함의들이 추후 직간접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더더욱 그러했다. (잠재적)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민감해 졌으므로, 데

이터와 소스 간 연결고리를 “암호화"하거나 줄여서, “비식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요청이 거세졌다. “결

국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보하여 이용과 보호 간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부처

(특히 HHS)는 다양한 방식으로 펀딩을 하여 분야 전문가를 고용하며 최신 기술에 부합하는 감시 감독 수

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2
마케팅, 리서치를 위한 건강정보 이용의 경우 환자들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며, 권한 부여가 명

확해야 한다. 그 결과 개인 건강정보의 판매는 사실상 금지되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동의를 어떻게 받아

야 하며, 그 동의가 정보주체의 진의에 기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실질적인 권한부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

기된다. 따라서 알갱이가 있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동의 절차를 새로 기획할 필요가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정보의 이용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예외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허용된다. 처방된 약물

에 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수권이 없이 이용될 수 있다는 예외이다. (Sorrell vs. IMS health Inc.) 그

런데 처방된 약물에 대한 정보만 알면 해당 정보주체가 어떠한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추

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국사회의 맥락에 바로 적용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이와 유사

한 맥락으로 약학정보원 사건이 2013년 한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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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해 생산된 의료평판으로부터 (잠재적)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의 문제43도 제기되고 있다.  

 

4. 빅데이터(Bigdata)
44

 

 

a.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역할 

 

과학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쉽고 저렴하게 수집, 

처리 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대한 양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며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개인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는 효율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역할은 수요자의 측면에서 다음 

네 가지45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환자 및 잠재적인 환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최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녀 

또는 그는 건강검진자료 및 개인건강기록이 응용된 

질병예방, 관리 및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의료기관의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환자 임상 진료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 

기관 연계*통합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해 ‘보건의료기관 

내부조직 간, 보건의료기관 간,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연계 

통합’을 추진하여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③ 사업가 및 연구자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하며,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려 한다. “맞춤형 보건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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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생산된 의료평판의 문제이다. 아무리 의료

기관이 산출한 의료개인정보를 단속하고 보호를 해도 제3자에 의해 생산된 의료 평판이 이와 다를 바 없

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실상 기존의 규제는 무의미해 지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건강상태 판단은 사실 

의료기관이 생산한 의료기록에 기초하여 판단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가령 인터넷 검색기록(Acxion) 복용

약품목록(LeasePlease)만 알아도 쉽게 정보주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상태 

판단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다. 고용, 보험, 대입, 임대,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그러한 판단결과 도출되는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그로 인해 통

제받지 않게 된다. 
44

 White House, “Big Data and Privacy: a Technological Perspective” (2014, 보고서) 
4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2013, 요약된 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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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려 하고, “Bio 및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려 한다. 

나아가 “생체정보 측정 및 건강서비스 장비를 개발”하려 

한다. 이들은 인체자원은행, 환자임상진료 데이터, 

생체정보측정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 진단 처방 관리’를 할 

수 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휴대용 생체정보측정, 분석관리를 통한 

‘웨어러블 보건의료 IT를 개발’할 수 있다.  

 

④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를 

실천”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건강형평성을 

강화”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영양 건강조사, 라이프로그 데이터, 

건강보험청구자료, 개인소득자료, SNS 분석자료 등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방 관리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중독 예방 재활 지원 시스템 개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적정수가, 부당청구, 

오남용 방지 적용의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을 시도한다.  

 

b. 제기되는 문제들 

 

i. “정의”의 문제 

 

보건의료 정보 빅데이터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정의”이다. 수많은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 어느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좌우되며, 

국가에 따라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보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산되는 센서 값은 개인정보인가. 스마트 시계나 밴드를 

이용하여 신체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센서 값은 앱에 연동되어 중앙 서버로 전송된다. 중앙 

서버는 이런 값들을 취합하여 마이닝하고 분석한 결과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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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디바이스에 보내어 이용자의 건강 관리를 도와준다. 

이런 과정에서 운용되는 센서 값들을 전부 개인정보로 

본다면 고지 및 동의 원칙을 비롯하여 형사제재 까지 

이르는 수많은 제약들이 그 유통과정의 행위자 하나하나에 

적용된다.  

 

ii. “수집”의 문제 

 

보건의료 정보 빅데이터 영역에서 문제되는 또 다른 지점은 

데이터 “수집” 단계이다. 정보는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여 유의미한 통찰을 얻은 것이며, 원활한 정보 이용의 

전제는 적어도 데이터 수집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 한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데이터 값이 개인정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해 지게 될 수 있다. 1980년 

개인정보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설계한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정보 수집 시 몇 

가지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고지 및 동의 원칙)한다.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수집하면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의료 정보를 마이닝 등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병원에서 환자들의 동의를 얻고 수집하여 차트에 

정리한 정형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는다. 마이닝 기술이 

발달하여 인터넷 댓글이나 SNS 메시지 같은 텍스트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소리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마이닝을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정보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이닝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건의학적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 세트와 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식별할 

여지가 있고, 심지어 식별된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발견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 값을 인터넷에서 긁어올 

때조차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지 및 동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야 할지 의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상 보건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온갖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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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되는 것이며,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는 보건의료정보의 이용을 법제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및 동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예외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iii. “목적 외 이용"의 문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한 보건의료 정보 빅데이터 

영역에서 중요하게 문제되는 지점이다. 보건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보건의료 기관은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데, 이때 지정된 목적 범위 안에서만 

보건의료 기관은 개인 보건의료 정보를 이용(목적 구속의 

원칙)할 수 있게 된다. 때로는 보건의료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이러한 동의가 면제되기도 한다. 가령 보건의료 기관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 결과의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까지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보건의료 정보를 최초 

수집할 당시 고지한 목적 이외의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소위 ”목적 외 이용“)하려는데, 개인정보 관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마다 정해진 

방식대로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최초로 수집할 당시에 

고지한 목적대로만 분석해서 정해진 상관관계를 분석해온 

기존의 통계분석과 맥락을 달리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비정형적(Variety)인 대용량(Volumn) 데이터를 

실시간(Velocity)으로 닥치는 대로 수집해서 이리저리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 후, 상관성이 크다고 보이는 

속성들로부터 가치(Value)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령상 적절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십 혹은 수백 만 개의 

데이터 값으로부터 식별되는 정보주체에게 마이닝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시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예외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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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통계처리 목적, 학술연구 목적 등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경우 고지 및 동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런데 후술하듯 한국은 예외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사실상 빅데이터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과연 올바른 

입법적 판단이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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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한민국의  현행  보건의료정보  법제 
 

1. 문제제기46 
 
대한민국 보건의료 법률체계 47 는 매우 방대하다. 헌법은 

제36조 제3항 48 을 통해 보건권을 보장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근간이 되는 

보건의료기본법 49 이 제정되었다. “보건 분야”는 국민건강 

관리과 질병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의 증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민건강체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또한 

질병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암관리법, 정신보건법, 구강보건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의료 분야”50는 의료제공과 이용, 의료 비용 관리, 보건의료 

제조업 관리, 보건의료 육성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우선 의료 제공 

및 이용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법, 약사법,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의료 

                                            

46
  

47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4.6. 21p 이하 

48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 

49
보건의료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 
50

의료 산업 영역은 주로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이라는 

5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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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 제조업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육성 및 

발전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한의약육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이하 한국의 보건의료 법제를 개관하면서, 각 개별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주로 조문을 위주로 살펴보며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의 현행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다만, 

대한민국에는 특별법이나 특별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 있으므로, 

우선 이를 살핀 후 개별 법령상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2. 현행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관 

 

기술발전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는 기술발전에 따른 반동으로 진화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당시 황색언론이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파헤치며 기사를 

쓰기 시작하자, 프라이버시권을 언급한 최초의 논문이 

나왔다. 이후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던 중 1970년대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보급되며 

자동화기기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급증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아날로그 식으로 

수집 저장 및 관리 이용되었기 떄문에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제 개인정보가 디지털 식으로 

수집 저장 및 관리 이용되게 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개인정보 

관리체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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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관 제공 파기 같은 생체주기에 넣어 살펴보며 보호 

및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체제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도입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사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이는 정리되어 훗날 1980년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이 발표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논의는 미국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유럽 입법으로 

이어져 EU Data Protect Directive(1995)가 정립되는 데에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규제체계는 크게 일반법 중심의 

입법형태(유럽형)와 개별법 중심의 입법형태(미국형)가 

거론된다. 대한민국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정보를 일반법 중심의 입법형태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정보를 보호 법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 이를 검토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51

 

 

a. 개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사회의 도래라는 기술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보화사회가 고도화되며 

개인정보의 경제적인 가치가 증대하게 되었다. 디지털화되어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마케팅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떄문이다. 그 결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국가사회 전반을 살펴보아도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및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20세기 이후 

새롭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문제이어서 규범적인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공백이 생기게 

                                            
5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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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출을 비롯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빈번해 졌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가치있는 기본권으로 인정(1995년 

헌법재판소, 소위 지문날인 사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명의도용, 전화사기 같이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까지 초래하게 되자, 규제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b. 보건의료정보의 측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이므로, 

보건의료정보에 대해 특별법상 별도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건의료정보 측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 내용은 크게 1.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제2조),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제7조, 제8조),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조치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22조),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제24조),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제한의 근거 마련(제25조), 6.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제33조), 7.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및 신고제도(제34조) 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부터 제39조), 9.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제40조부터 제50조) 10. 

단체소송의 도입(제51조부터 제57조) 11.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제62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OECD 8원칙에 입각한 보호 지향적인 

법률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그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고지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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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법령에 따른 고지 및 동의를 

사전에 소흘히 한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 법은 지문날인사건 이후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보장하고자 

도입된 이상적인 보호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지 및 동의 원칙의 예외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적합성 및 실효성에 

대해 회의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4. 개별 법령상 보건의료정보 보호 

 

현행 법령상 보건의료정보 법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의 규정 (2) 정책 규정 (3) 비밀보장 규정 (4) 알권리 

규정 (5) 책임 규정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기본법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조문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정의 동 법상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

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법 3조 6호) 

정책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보건

의료 통계 및 그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15조 2항 7

호)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법 31조 1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정보 교류 및 전문인력 양

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법 50조)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법 53조)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법 13조) 

알권리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

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

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법 11조) 

책임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

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5조 3항, 4항) 

  

이러한 개략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하 개별 보건의료정보 

영역을 분석한다. 즉, 개별 보건의료법제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되, 상술한 

“정의” ”정책” ”비밀보장” ”알권리”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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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정의”란, 동 법의 목적상 보건의료정보가 어떠한 

정보를 지칭하는지 여부이고, “정책”이란, 동 법의 목적상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보건의료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며 제공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비밀보장”이란, 동 법상 수집 및 이용되는 보건의료정보가 

정보처리자에 의해 보호되도록 의무부과 및 제재마련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이고, “알 권리”란, 당해 

보건의료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공개 및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책임”이란, 보건의료 

기간 간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조항이며, “이용제한”이란 민감정보 

처리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관련 조항을 의미한다. 

52 

 

5. 보건분야 관련법 

 

a. 개관 

 

“보건 분야”는 국민건강 관리과 질병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의 증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민건강체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또한 질병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암관리법, 정신보건법, 

구강보건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b. 국민건강체계 

 
 정의 정책 이용제한 비밀보장 알권리 책임 

국민건강증진법 0  0 0  0 

건강검진기본법 0 0 0 0 0 0 

모자보건법  0 0 0  0 

지역보건법  0 0   0 

학교보건법   0 0  0 

산업안전보건법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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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 위탁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영 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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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질병관리체계 

 
 정의 정책 이용제한 비밀보장 알권리 책임 

암관리법  0 0 0   

정신보건법  0 0 0 0 0 

구강보건법  0    0 

결핵예방법  0 0 0  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0 0 0 0 

 

6. 의료분야 관련법 

 

a. 개관 

 

“의료 분야”는 의료제공과 이용, 의료 비용 관리, 보건의료 

제조업 관리, 보건의료 육성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우선 의료 제공 

및 이용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법, 약사법,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의료 

비용 관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 제조업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육성 및 

발전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한의약육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b. 의료 제공 및 이용 

 
 정의 정책 이용제한 비밀보장 알권리 책임 

의료법   0 0 0 0 

약사법   0 0 0 0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0    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0 0  0 

 

c. 의료 비용 

 
 정의 정책 이용제한 비밀보장 알권리 책임 

국민건강보험법   0 0   

국민건강증진법  0 0 0  0 

의료급여법   0 0  0 

노인장기요양법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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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보건의료 제조업 

 
 정의 정책 이용제한 비밀보장 알권리 책임 

의료기기법   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0    

화장품법   0    

 

e. 보건의료 육성 및 발전 

 
 정의 정책 이용제한 비밀보장 알권리 책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0  0   

한의약육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7. 소결 

 

대한민국 보건의료 규제영역의 정보법제는 개별 영역에 

따른 전통적인 보호 및 이용 수요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입법되고 개정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1) 보건분야 의료분야를 막론하고 보건의료 제법상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정책”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그 수요를 맞추어 

왔다. (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암관리법, 정신보건법, 구강보건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 보건의료 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건의료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는 “비밀보장” 관련 조항이 

제정되어 필요를 맞추어 왔다.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암관리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3) 규제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민감정보 처리제한을 다루는 

이용제한 규정이 수용되어 왔다.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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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암관리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다만 앞부분에 서술하였던 “새롭게 제기되는 보건의료정보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항이 

보건의료정보 법제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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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미국과  유럽의  보건의료정보  규제체제 
 

1. 미국의 법 체계와 경험 : HIPAA의 변천 사
5354

 

 

a. 1단계 - 보건의료 정보의 “이용”을 확보 (1996년 - 2000년) 

 

HIPA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는 건강보험의 이동성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이다. 동 법은 피고용자가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직장에서 보장 받던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할 때 강제할 표준을 마련하여, 행정 

업무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건강 정보에 대한 전산 처리와 전송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보건 의료 정보의 맥락에서만 살펴보면, HIPAA는 건강 

정보의 흐름을 현대 화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ICT의 발달로 인해, 당시까지 대부분 수기로 

기록되어 종이 형태로 보관 및 이용되던 의무 기록이 

디지털 화 되어 전자 형태로 변형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의무 기록이 디지털 화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이용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보호의 문제이다. 종이로 기록되어 실체가 있던 

아날로그 기록들이 0과 1로 입력되어 실체가 없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형되면, “표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호환 및 결합 가능성이 좌우되므로 이용이 문제된다. 또한 

실체가 없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형되면 복사와 붙이기(Cut 

& paste)가 용이해지므로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가 

제기된다. HIPAA는 일련의 단일한 전자 보건의료 트렌젝션 

코드(Uniform electronic healthcare transaction codes)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강제하며, “이용"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b. 2단계 : 보건의료정보 “이용"을 간과하지 않은 ”보호”의 

시작 (2000년 - 2008년) 

 

i. HIPAA privacy rule과 HIPAA securit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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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화 된 보건 의료 정보의 표준이 마련되어 이용의 

문제가 해결되자, 관심은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으로 

쏠리게 되었다. 1996년 이전까지 건강 정보의 보호를 

규정하는 연방 차원의 입법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광범위하고 단일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개별 

산업 영역 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의료 

영역에서는 이러한 법이 없었다. 1970년 이래 의회는 

운전자의 면허 기록,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 기록, 학교 기록, 

전화 기록, 심지어 비디오 대여 기록을 보호하는 개별 영역 

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개인정보인 의무 기록을 보호하는 

단일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은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입법 상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의회는 보건 복지부(HHS,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건강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 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에 화답하여 입법 안을 준비하였고, 2000년 HIPAA 

privacy rule을 제안하였다. 그 서문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인 건강 정보 관리 연합(AHIMA, the America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에 따르면, 전형적인 

병원 이용 과정 동안 “간호사부터 X-ray 기술자, 대금 청구 

직원”에 이르는 평균 150여 명의 사람들이 환자의 의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들 중 상당수가 모든 또는 부분적인 환자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떠한 

법도 이런 사람들이 누구 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 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일단 

정보에 접근한 이후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 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안 된 HIPAA privacy rule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보건 의료 정보의 이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치료(Treatment), 지불(Payment), 보건 의료 

오퍼레이션(Healthcare operation)의 목적으로 개인 건강 

정보(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를 이용할 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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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에 대한 우려가 반복 적으로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외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보건 의료 과정 전체가 

매우 난처해지거나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1년 클린턴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로 바뀌면서, HIPAA privacy rule을 

도입하기 위한 제/개정 작업도 미궁에 빠져 버렸다. 부시 

행정부가 비판을 수용하여, 다시 의견 수렴을 위한 기간을 

가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 복지부의 제안이 철회되어 

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2002년에, 결국 몇 

가지 중대한 변형을 가한 채로 HIPAA privacy rule은 

발효되기로 확정되었다. (준수 기한 2013년 4월 14일, 

소규모 의료 보험사는 2014년 4월 14일) 즉 치료, 지불, 

보건 의료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환자 동의의 예외가 

인정되었다. 이후 2003년 HIPAA security rule 이 

완성되었다(2005년 발효). 

 

ii. HIPAA의 요구 사항들 

 

HIPAA는 보험 수혜 기관(Covered entity) 을 규율 한다. 

보험 수혜 기관은 보건 의료 제공자(Healthcare provider), 

의료보험(Health plan), 그리고 정보 

교환소(Clearinghouses)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HIPAA 

조항에 의해 “특정한 형태"의 전자 적인  건강 정보를 

보호한다. (후술 할 HITECH-HIPAA 개정 이후 HIPAA는 

업무 제휴자(Business associates) 또는 보험 수혜 기관과 

계약하여 보호되는 건강 정보(PHI)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및 처리하는 행위자 들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 

때 HIPAA privacy rule은 보호되는 건강 정보(PHI)를 

관장하는데 어떠한 유형이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 

정보"이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서면 기록을 망라하는 아주 

광범위한 정의이다. 반면 HIPAA security rule은 오로지 

보호되는 건강 정보가 전자 적인 형태인 경우(즉, e-PHI) 

에만 적용되므로 적용 범위가 훨씬 좁다. 

 

HIPAA는 보험 수혜 기관이 프라이버시 담당자(Privacy 

official)를 지정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직원(Personnel)들을 훈련 시킬 

것을 요구한다(프라이버시 프로그램). 또한 HIPAA는 예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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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 한, 보호되는 건강 정보(PHI)의 제공을 

통제한다(제공 및 이용의 제한). 이러한 예외에는 법으로 

정한 사항, 남용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지불*보건의료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최소 필요 규칙을 명시하여 

보호되는 건강 정보는 오로지 최소한으로만 수집 처리 

이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나아가 HIPAA security 

rule은 e-PHI에 대하여 일련의 세부적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보안 준수사항). 

그리고 HIPAA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주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주법 우선). 그러므로 더욱 강력하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HIPAA의 민사 집행 권한과 그 행사할 책임은 보건 복지부 

산하의 시민 권익 위원회(OCR)가 보유한다. 만일 보호되는 

건강정보(PHI)를 부정하게 공개(Wrongful disclosure)한 

경우에는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HIPAA는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사항 즉, 사소(Private right of action)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HIPAA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 

당한 개인은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만일 주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면,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i. HIPAA 에 대한 비판과 반박 

 

하지만 이런 제/개정은 거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들이 환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사무실에 

있는 종이에 기록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 환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심지어 프라이버시 옹호자들 조차 HIPAA privacy rule 이 

치료, 지불, 그리고 관련 활동에 대한 보건 의료 

오퍼레이션이라는 미명 아래 환자의 동의도 없이 온갖 

기업들이 의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HIPAA 초기 법규 준수를 위해 관행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온갖 혼란이 반복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거의 아무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정 초기 2년 동안(2003-2005) 1만 3천 여 건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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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관련 소장(Complaints)이 접수되었으나, 

HIPAA에 의해 민사 집행을 할 책임을 지게 된 보건 복지부 

산하 시민 권익 위원회(OCR, HHS’s Office for Civil 

Rights)는 아무런 민사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오로지 한 건의 HIPAA 관련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뿐이었다. 2008년 까지 3만 3천 여 건 이상의 

소장이 OCR에 접수되어, 이 중에서 8천 여 건 정도만이 

조사가 진행되어 5천 6백 여 건의 조사 절차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OCR 이 HIPAA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OCR 관계자는 “현재 HIPAA 집행의 

목적은 피 규제자가 HIPAA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을 뿐,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하였다. 

 

iv. HIPAA 는 이용의 측면을 간과하지 않음 

 

HIPAA privacy rule은 보건의료 연구 목적을  위한 

의료정보의 이용과 공개를 적절하게 보장한다. 즉, 다른 

프라이버시 법제들과는 달리, 무엇이 동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PHI의 정의 등)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형량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보호의 예외”를 “구체적”이고 

“융통성"있게 규정한다. 이는 보호의 예외를 규정하고는 

있되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이용하려는 

행위자 에게 위축 효과를 주게 되어버린 현행 대한민국 

입법 태도와는 대비된다. 즉, HIPAA privacy rule은 

보호되는 개인의료정보(PHI)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그 

이용과 공개가 가능한 특정 상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보건의료정보의 이용 공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서면 동의가 원칙이다.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다음 

7가지 상황에 한하여 그 이용 및 공개가 가능하다. 1. 

공공이익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 활동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가 요구, 공중보건활동, 학대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건감독 활동, 사법 또는 행정 절차 상, 

법 집행 목적, 사망자의 사망원인 파악, 장기기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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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 주요정부기능, 

산업재해보상)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또는 프라이버시위원회에서 개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한 경우 3.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또는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승인변경 증거서류 및 개인으로부터의 

정보변경 동의를 얻은 경우 4. 연구자가 예비연구를 위해 

정보이용을 명시한 경우 5. 사망자의 보호되는 의료정보인 

경우 6. 제한된 데이터 세트(LDS, Limited Data Set)으로 

데이터 이용자와 데이터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7.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라 개인식별정보가 모두 삭제된 경우 

8. 2003.4.14.(HIPAA privacy rule 제정일) 이전에 허가된 

의료정보의의 이용 공개인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더불어, 익명화된 데이터 세트(De-identified data set)는 

개인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이용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18개) (1 

이름 2 주 보다 작은 단위는 지역정보(인구 20,000명 

이상의 인구를 포함하는 지역단위의 동일한 우편번호 앞 세 

자리를 통합한 지역정보인 경우의 우편번호 앞 세 자리를 

공개하는 것은 제외) 3 연도를 제외한 모든 날짜와 89세를 

초과하는 나이와 그와 같은 나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 4 

전화번호 5 팩스번호 6 이메일주소 7 사회보장번호 8 

의무기록번호 9 피보험자 번호 10 계좌번호 11 

자격/면허증 번호 12.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 일련번호 13 

의료보장기구 식별자 및 일련번호 14 URLs 15 IP 주소 16 

지문 및 성문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식별자 17 얼굴의 전파 

사진 이미지나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 18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허용하는 재식별가능을 제외한 기타 고유한 

식별번호, 특징 또는 기호)가 모두가 삭제되었거나 과학적인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시킨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익명성이 제거되면 

더 이상 보호되는 보건의료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한된 데이터 세트(LDS)는 익명화된 정보가 

아닐지라도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연구 또는 의료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및 공개될 수 있다. 

이는 간접적인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어 익명화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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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도 제한된 목적 하에 그 이용 및 

공개를 허용한 것이었다.  

 

c. 3단계 - 보건의료 정보의 ”보호”의 강화 (2009.02.17. - 

현재) 

 

i. 질적 강화 (법규 준수 집행 강화) (2009) 

 

피 규제 자가 HIPAA에 익숙해지면서, 2009년 이후 OCR은 

HIPAA의 집행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미국인 경제 회복 및 재 투자 법(일명 경기 부양 

법) (ARRA,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일환으로 건강 정보 기술 법(HITECH Act, t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이 통과되면서 힘을 얻었다. HITECH Act는 

HIPAA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인상 시켰기 

때문이다. (특정 상황에서는 위반 행위 당 1백 50만 

달러까지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HITECH 

Act는 연방 차원의 법으로는 최초로 정보 유출 통지를 

의무화하였고, HHS가 HIPPA privacy rule과 security 

rule에 대한 보안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법은 주(State)의 법무부 장관에게 HIPAA에 

대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추진력을 얻은 시민 

권익 위원회(OCR)은 적극적으로 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5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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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양적 강화 (법규 준수 대상자 확대) (2013) 

 

Omnibus HIPAA가 시행으로 종전에는 HIPAA 준수가 

요구되지 않아 보험 수혜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통제되었던 업무 제휴자(Business associates) 등도 

HIPAA의 단속과 그 제재에 복종할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이로써 HIPAA 집행이 양적으로도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건강정보(PHI)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업무 

제휴자(Business Associates) 및 그 하청 업체(Sub 

contractors)에게도 HIPAA가 적용되게 되었다. 이는 

2013년 당시까지 HHS 웹사이트에 보고되었던 침해 사고들 

중 20퍼센트 이상이 업무 제휴자 등에 의해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ICT의 발전으로 IoT, Cloud, BigData가 

활성화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 수혜 기관들이 

자신들이 보관하던 환자들의 정보를 업무 제휴자 등에 

외주(Out sourcing)를 하여왔기 때문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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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법 체계와 경험
5758

 

 

a. 개관 :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 간 조화를 추구 

 

유럽은 보건의료 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개별법을 두지 

않고, 일반 법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및 보안 이슈 전반을 

다루며 보건의료 정보의 보호와 이용 문제를 법제 화 

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1970년 이래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입법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1960년 이래 메인 프레임 

컴퓨터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전개된 미국의 논의를 

참조하여 1980년 OECD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였다. 이 

논의는 유럽연합(EU) 형성 이후 지침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PD, Data Protection 

Directive)로 입법되었다. 동 지침은 EU 각국에서 입법되어 

현재 EU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근간이 되었다. 나아가 이 

지침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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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법과 정책, Journal of the Korean Med Association, 2014 
58

박형욱,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진료정보 보호와 공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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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ICT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EU 각국에서 개인정보 법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우후죽순 개진되어 왔다. 

2012년부터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안이 제시되면서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입법 없이 전개가 되고 있다.  

 

b.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PD) : 법적 구속력이 없음 

 

EU는 기본권헌장 제8조(개인정보보호의 권리)에 기초하여 

1995년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 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1995년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소위 

개인정보보호지침, DPD, EU Data Protection Directive)를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가장 엄격한 

규범으로 인식된다. 다만 이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이므로 일정한 입법 제안에 그칠 뿐, 회원국 

들의 입법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 동 지침에는 1980년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안 된 8개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적인 이익과 국가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약될 수 

있다는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곳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규범조화적인 지침을 정립했다. 즉, 민감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공익 목적 하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을지라도 이용과 공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 개인정보처리지침(DPD)의 제8조 제3항은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형량하여 규정한 예외조항 

이다.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의 민감 정보 이므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수집 이용 및 처리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고지 및 동의 원칙)이나, “예방 의학, 

의학적 진단, 돌봄과 진료, 의료서비스 관리 목적으로 

자료의 처리가 필요하고 국내법 또는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나 이와 

동등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 

자료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도 보건의료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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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공개를 허용한다. 또한 동 지침 제8조 제4항은 

회원국들이 “실질적인 공공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장치의 제공을 조건으로, 국내법 또는 감독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동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이익에는 

공중보건이나 보건의료 연구(과학적 연구, 정부 통계 등)를 

의미한다.  

 

동조 3항과는 달리, 4항은 보건의료 연구를 위하여 요건을 

구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동의를 

면제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각 회원국의 권한으로 일임하여 

놓았다. 이처럼 EU의 DPD가 회원국에 예외의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여지만을 남겨둔 결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이 중요한 공공이익을 위하여 민감 정보의 처리를 

정당화하는 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공중보건이나 

보건의료 연구 같이 중요한 공공이익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지라도 EU 안에서 

국가마다 달리 적용된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운용하기가 어려웠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만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운용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c. 2010년 이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 논의 : ICT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함 

 

유럽연합(EU)은 급변하는 ICT 환경을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는 

묘안을 찾기 위하여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2010).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 Union)을 발표한 후 1) 개인정보 

수집 사용이 최소한의 필요에 따르도록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2)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 

단일시장 안에서 개인정보의 원할하고 자유로운 이전을 

도모하고 3) 개인정보가 수사 및 형사절차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이들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범을 

개선하도록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중보건 연구자들은 

여기에서 제안 된 문건들을 검토한 후 워크샵(EUP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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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ublic Health Experts Workshop on Privacy 

Protection)에 모여 논의한 공식입장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하였다(2010). 공중보건 연구자들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건강권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을 통해 공중보건을 

위한 정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 2014년 유럽연합 의회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

(GDPR)(안) : 법적 구속력을 지닐 예정 

 

EU 집행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2012년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안)을 발표하였다. 만일 동 규정이 제정되면 

유럽연합에 속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전 유럽이 하나의 단일 입법에 따라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력하게 원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 그리고 유럽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 사이에, 수많은 대안이 제시되고 반박 

되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동 규정(안)은 공중보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다른 학술연구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하여 규정하며 유럽 공중보건 연구자들의 

제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고 평가된다. 2012년 1월 25일 

EU 집행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안)은 일부 

수정되어 2014년 3월 12일 EU 의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동 규정(안)이 EU 각료이사회에서 그대로 채택되어 

강제적인 구속력을 회원국들에게 행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히 예상하기는 어렵다. 

 

만일 동 규정이 확정되어 발효된다면, 동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 일지라도 보건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그 처리가 허용된다(h목). 

즉, 1995년 EU의 개인정보처리지침은 예방의학, 의료서비스 

관리 목적에 국한하여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자료를 처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도 

보건의료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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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일부 국가에서만 이 지침이 입법되었다. 반면 

2014년 의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안)은 

공중보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U에 속하는 모든 국가는 이와 동일한 입법을 

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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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1. 문제제기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행 법제가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에 잘 대처하여 왔는지, 현재 직면한 

새로운 이슈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앞서 

정리한 규제의 법경제학적인 연구성과를 접목하여 분석한다. 

현행 법제가 기존 문제와 장래 이슈에 잘 대응하고 있다면 

더 논의할 실익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행 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법제에 대한 규제 

법경제학적 평가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2. 현행법제 평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보 법제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개별법 체계”라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 전반이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율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의료정보 영역을 대표하는 

특별 영역을 일관되게 관할하는 일반법이 없다보니, 

보건의료정보 영역 전반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 체제처럼 일관성 없게 운용되고 있다. 분야별 

융통성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인 논의를 적용해 보면 현행 법제에 

대한 평가가 보다 용이해 진다. 현행 법제는 기존 보건의료 

정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이슈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보건의료정보 법제 전반에 걸쳐 종래 선언적으로만 

운영되던 “비밀보장”에 대한 조항에 “처벌규정”이 들어왔고 

이미 있던 것은 그 제재 정도가 강화되었다. 이처럼 과거 

상대적으로 보호에 소흘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며 

사후구제 방식을 취하던 보건의료정보 법제가 문제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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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방지하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경험 영역(Already experienced area)에 대해 동의규칙이 

적용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경험 영역은 이미 어느 

정도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영역이어서 

가치평가의 효율성이 높고 그만큼 거래비용의 수준이 낮다. 

그 결과 규제의 형태 중 코드(Code)나 명령(Command)을 

적용하여 기존 권리를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기경험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미경험 영역(Haven’t experienced 

area)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경험 영역은 가치평가의 효율성이 낮고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보상규칙이 적용되어야 효율적이다. 보상규칙이 

발현되게 하려면 가급적 경쟁(Competition), 동의(Consensus) 및 

소통(Communication)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사적자치 원칙이 

충분히 발현되어 행위자는 행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되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될 때 비로소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건의료정보 규제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건의료정보 법제가 없다보니,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의 영역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이용을 사실상 도외시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보건의료정보 규제 전반에 사실상 

동의규칙이 강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보건의료정보 

법제만으로는 장래 직면하게 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슈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3. 외국법제 평가 

 
미국은 개인정보 전반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일반법이 

없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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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HIPAA)은 가지고 있다. 그 결과 HIPAA를 적절하게 

개정하면서, 이용이 보다 필요한 시기에는 보상규칙을 

적용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였고(초기 HIPAA 제정 당시부터 HITECH 제정 

이전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호가 보다 중요해진 시기에는 

동의규칙을 적용하여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었다.(HITECH 

제정 이후부터 Omnibus HIPAA가 도입되어 단속이 활발해진 오늘날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규제 법경제학 입장에서 바라볼때, 기 경험영역과 미 

경험영역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해 왔다. 현재 당면한 IoT 

이슈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정보 영역의 일반법을 중심으로 

개정을 시도하며 대처해 가고 있다.(Omnibus HIPAA 도입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을 다루는 일반법이 아직 

없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다루는 

일반법도 아직 없다. 하지만 EU 의회와 집행부를 중심으로 

“1995년 Directive”를 도출했고 “Working Party 29”의 

꾸준한 작업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개인정보 법제 전반에 걸친 일반법을 지닌 채 

다듬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비록 Directive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적인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EU 구성국들은 Directive를 반영하여 

입법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EU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달리 고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 원칙의 

예외를 상당히 융통성 있게 인정하여 보호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도 간과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당면한 ICT 이슈에 대해서는 전유럽 차원의 

규정(Regulation) 정립을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도 보건의료정보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규제 법경제학적 대안 모색 

 

보건의료정보 법제를 다루는 규제는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수립되고 단행해야 한다. 보건의료정보는 

하나의 생명주기(Life-cycle)를 이루며 보건의료 영역을 

순환하게 되는데, 어느 한 영역이 막히거나(이용의 실패) 

뚫리면(보호의 실패) 보건의료정보 체계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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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을 감안하면 기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 규칙을 적용하며 코드 (Code) 및 명령 

(Command)으로 사전 예방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구해야 

한다. 반면 신규 이슈에 대해서는 보상 규칙을 적용하여 

경쟁(Competition), 동의(Consensus) 및  소통(Communication)으로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후생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보호와 이용 

간 최적(Optimal)을 발견하고 구현하려는 제도운영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배분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규제의 

기존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소결 

 

보건의료정보 영역에 대한 일관되고 방향성 있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단일법제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반과 구별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특별법 제정 방식)을 취하든, 

현행 방식을 고수하되 필요한 개별 입법들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방식(개별법 일괄개정 방식)을 취하든,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상을 유지하여 개별법 

일괄개정 방식을 취하게 될 경우, 주무부처가 다르고 

모순상충될 우려가 있기에 반공유의 비극(Tragedy of Anti-

Commons)
59이 발생할 공산이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단일법제를 제정하고 단일한 주무부서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59

 Michael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on from Marx to Market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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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학 전반을 규범적 측면에 방점을 두어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일반이론을 가지고 당면한 

현실문제에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충분한 

데이터와 계량적인 분석방법에 기초한 접근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정밀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법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실에서 유의미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상쇄할 수 

있는 효용을 지닌다. 실증적인 데이터 작업을 통해 도출된 

경제학적 개념을 규범적인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주로 

당위에만 의존했던 논변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이슈는 일종의 교환 관계(Trade-

off)를 지니고 있다. 일방만을 강조하면 타방이 간과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적절한 최적점(Optimal)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혁신 창출을 

도모하고, 규제가 애시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제를 연구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법경제학적인 분석이다. 법경제학은 상충 관계에서 최적점을 

찾는 데에 매우 큰 통찰을 선사하는 연구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법경제학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규제가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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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w & economics of Regulation 

-‐ Study for harmonizing protection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  

 
 

Jonggu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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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as strong expectations nevertheless Korea has free 
market system. These expectations linked to a request for 
adequate regulation. Then, What is the adequate regulation? We 
need to consider law & economics study materials for 
answering this question. By doing so, I try to establish a general 
theory concerning regulation. If this argument goes on solely 
theoretical way, it has a possibility to lose realistic applicability. 
Therefore I apply these results to a real issue –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hile studying this 
issue, I try to find a best way to harmonize the use and 
protection using law & economics study results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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